
Ⅴ. 사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사전적 소비자 보호제도의 개선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

정하고 영업행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

의 비대칭성 문제는 쌍방에서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

자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시

제도가 잘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일반 기업에 대한 공시 항목 이외에도 금융회

사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항목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금융거래시 활용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따

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을 높여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

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금융교육과 관련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련하

여 법적 근거가 필요한 측면과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측면으로 나

누어 접근할 수 있다. 어쨌든 학교교육만으로 금융교육이 완성되지 않으며 오

히려 한계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노력

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

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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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가 아무리 많이 제공되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이 높아진다 하

더라도 금융회사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성을 강화

하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업행위 규제와 함

께 약관 제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상품의 특성별로 규제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는 점이 고려

되어야 하나, 불법 또는 금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고 이렇게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고 난 후에는 그 이외의 영역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제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고서 영업행위를 규제하도

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약관의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의 내

용 및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향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전달이 금융자문가 제도의 도입을 통

해 전문적 자문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이해

하기 어렵다면 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인 금융회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약관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소극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

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더 나

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영업환경에 금융소비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일정한 수

준의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전달하여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당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금융소비자의 정보 

범위와 활용할 수 있되 엄격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별하여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구조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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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감독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규제가 강화

되면, 그 반대급부로 금융회사의 창의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전

달받을 수 있는 후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약관

가. 현황

1) 금융약관의 정의와 규제

금융거래약관 또는 금융약관이란 금융회사가 동질적인 수많은 금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69). 금융계약의 체결에 있어 금융회사가 각 계약자와 

그 계약내용의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절충, 협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요청과 이들 다수 소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그 계약내

용을 정형화하여 표준적인 일반계약조항을 마련한다는 데 금융약관의 존재이

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계약은 부합계약으로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

이 삽입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

69) “금융거래약관”이란 원래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은행법(2010.11.18. 

이전 법률)｣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약관을 의미하나, 이하에서는 금융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
여 사용하는 약관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은 은행약관,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은 금융투자약관, 그리고 보험회사
가 사용하는 약관은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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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금융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라는 이원적 형태를 취하면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

를 말하는데, 보통약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유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특별약관은 해당 거래의 특수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 체계를 갖춘 약관들은 개별 금융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 또는 개별거래를 위한 보통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

고 그 약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류별 특별약관이 적용된다70).

약관을 규제하는 형태는 규제주체에 따라 행정적 규제, 입법적 규제 및 사법

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규제가 행해지는 시기에 따라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71). ‘입법적 규제’는 국회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

는 것을 말하고, ‘사법적 규제’는 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사건화 된 경우 

법원이 약관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적 규제’는 

행정관청에 의한 약관인가 또는 심사를 말한다. 약관의 인가 또는 심사는 사전

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하에서는 행정규제 중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약관규제법｣의 적용

약관에 대한 일반적 규율 법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

법｣이라 함.)｣로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다. 동 법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

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

하여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약관규제법｣은 제1장 총칙에서는 약관의 작성·교부·설명의무를 부여하

70) 김대규(2003), p.118.

71) 사법연수원(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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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별약정 우선원칙, 약관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이유가 계약설(의사설)에 근

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신의성실을 

위반한 약관조항 등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

장에서는 약관의 심사, 시정조치명령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표 Ⅴ-1> ｢약관규제법｣의 구성 

구성 내  용

제1장 총칙
1. 목적, 2. 정의, 3.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4. 개별약정
의 우선, 5. 약관의 해석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6. 일반원칙, 7. 면책조항의 금지, 8. 손해배상액의 예정, 
9. 계약의 해제·해지, 10. 채무의 이행, 11. 고객의 권익 보호, 
12. 의사표시의 의제, 13. 대리인의 책임 가중, 14. 소송제기의 
금지 등, 15. 적용의 제한, 16. 일부 무효의 특칙

제3장 약관의 규제
17. 시정조치, 18. 관청 인가 약관 등, 19. 약관의 심사청구, 
19-2.표준약관, 20. 조사, 22. 의견 진술, 23. 불공정약관조항
의 공개

제5장 보칙
30. 적용 범위, 3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1. 인가·심사의 기준, 31-2. 자문위원

제6장 벌칙 32. 벌칙, 33. 양벌규정, 34. 과태료

다만, 보험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4편인 ‘보험편’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규

제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약관

규제법｣은 모든 산업의 약관에 대해서 적용하나,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이다(｢약관규제법｣ 



사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03

제30조 제2항).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판례가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

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을 중복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2). 

｢상법｣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이 되

는 계약내용 등에 대해 총론적 또는 보험종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별약정이 ｢상법｣ 제5편의 내용보다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

경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적 규제

약관의 심사, 시정조치 등 행정적 규제에 대해서는 각 금융 관련 법령에서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약관규제법｣에 우선하여 개별 금융법령

이 적용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명령권 등 사후적인 시정권한을 부여73)한 반면,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약관

의 제정·변경 전의 사전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약관규제법｣보다 높은 수준

의 규제를 행하고 있다.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①절차규제, ②내용규제 및 ③사후규제로 구분

72)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32564 판결(요지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
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
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중략)……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따라
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
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
638조의3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73)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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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절차규제는 약관의 작성·변경 등에 관한 행정상의 규제를 말하며, 

금융회사의 약관은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11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작성·변경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상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다74). 표준약관

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은 감독원장, 금융투자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약관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내용규제는 금융회사가 작성·변경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

나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내용규제를 위

하여 약관 작성기준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의 경

우는 약관의 심사에 있어서도 심사기준의 제정과 심사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

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규제는 금융약관의 작성·변경 이후의 사후조치를 의미하며, 금융위원

회는 약관의 내용이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금융약관의 변경권고나 변경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개정 ｢보험업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소비자의 보

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4).

74) 한편, 보험상품개발 자율화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서 ① 집중심사제도 도입, ② 내부검증시스템 구축, ③ 사후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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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금융 관련 법령별 약관 규제 내용

구분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회사

절
차
규
제

신고
/보고

사전신고원칙(자§56①)
경미사항은 사후보고

사전보고원칙(은§52①)
경미사항은 사후보고

자율상품원칙(보§127②)
열거사항은 사전신고

표준약관
협회가 제정, 
금융위 신고(자§56③)

- 감독원장 제정(규§7-50②)

약관공시
약관공시
(자§56②)

약관공시
(은§52②)

보험상품 비교·공시(보
§124)

공정위
통보

금융위의 표준약관 통보
(자§56⑤)

금융위의 약관 통보
(은§52③)

-

내
용
규
제

작성기준 -
약관의 작성 및 운영 기준
(규§85)

기초서류작성·변경원칙
(보§128의3)

기재사항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127의3)

심사기준
협회의 약관심사
(협§6)

심사기준
(규§87)

보험상품심사기준
(규§7-72)

사전확인 - -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보§128)

내부관리
기준

- -
기초서류 내부관리 기준
(보§128의2)

사
후
규
제

약관 이해
도 평가

-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보§128의4)

금융위
변경권고

협회의 변경권고
(협§7)

약관변경권고권
(은§52④)

기초서류변경권고
(보§127의2)

금융위
변경명령

법령위반,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시(자§56⑥)

-
기초서류변경명령권
(보§131②)

공정위의
시정조치
요청

불공정약관의 경우
(약§18①, 자§56⑤)

불공정약관의 경우
(약§18①, 은§52③)

불공정약관의 경우
(약§18①)

공정위의 
시정조치
권고

-
불공정약관의 경우
(약§18②)

-

주관부서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위탁)

금융위
(금융감독원 위탁)

금융위
(금융감독원 위탁)

주 : 은§ : 은행법, 자§ : 자본시장법, 보§ : 보험업법, 규§ : 감독규정, 협§ : 협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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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1) 금융권역간 규제수준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미흡

보험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보험편에서 약관 조항이나 개별계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일정한 수

준에서 계약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상법｣ 
보험편에 준하는 계약법이 없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투자계약에 특유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약관

내용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약관규제법｣ 상의 불공정조항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더불어 행정규제인 약관심사의 경우에도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경우는 약관

작성기준과 심사기준 등에 대한 내용규제적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들의 사업자단체인 금융투자협회

가 약관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편

든다는 비판이 강도를 높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내용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약관내용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부족

금융거래계약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금융소비자는 약관을 살펴보더

라도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고 계약내용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을 설명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약관이나 상품설명

서 등은 그 내용이 어렵고 구성 또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 형식으로 나열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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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별 약관해설서를 작성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일반소비자

가 표준약관조차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해외사례

미국이나 유럽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은행 및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별도의 

약관규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보험산업의 약관규제제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자 한다.

1) 미국 뉴욕 주

가) 생명보험

미국 뉴욕 주에서 생명보험약관(policy form)은 보험감독관(superintendent)

에 의한 사전인가가 원칙이다(section 3201(b)(1)). 다만, 보험감독관의 직권으

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신속인가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section 

3201(b)(6)).

<표 Ⅴ-3> 보험약관에 대한 인가제도 선택에 따른 차이

구  분 사전인가제 신속인가제

인가통보기한
및 내용

 합리적 기간 내 
 인가여부 통보

 ∙ 60일 이내: 약관에 대한 오류 및 법규위반 등 
통보

 ∙ 90일 이내: 인가여부 서면통보(미통보시 인가
간주)

제출서류
 ∙ 인가신청서
 ∙ 해당약관 및 요율
 ∙ 기타 참고자료

 ∙ 인가신청서(“DEEMER FILING”라 표시)
 ∙ 해당약관 및 요율
 ∙ 기타 참고자료
 ∙ 회사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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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약관 인가 시(신속인가 시에도 동일)의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이익 침해 여부,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부실표

시, 부당, 불공정 및 불형평성 여부 등을, 상해·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심사내용, 보험요율의 적정성, 공공정책에의 부합여부 등을, 그리고 신용생명보

험 및 신용실업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심사내용과 보험요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의 조치권 및 제재권을 살펴보면, 감독당국은 기 인가한 약

관 및 요율이라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심사내용의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변경 및 인가 철회를 명할 수 있으며(section 3202), 신속인가절차에 의하여 인

가된 약관 및 요율이라 하더라도 변경 및 인가의 철회가 가능하다(section 

3201(b)(6)(B)). 이 경우 신속인가절차와 관련하여 변경 및 인가 철회를 받은 보

험회사는 다른 벌칙에 추가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인가를 신청할 수 없

다(section 3201(b)(6)(C)).

나) 손해보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의 사전인가제로 운영되

나(section 2307(b)), 대형위험·비정상적 또는 발생률이 높은 등 특별한 위험의 

보험약관 및 요율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요구자료의 제출

을 조건으로 인가 면제가 가능하다(section 6301, 6303). 보험약관의 심사 시에

는 ‘잘못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를 주로 심사하며(section 

2307(b)), 기인가된 보험약관도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청

문 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section 23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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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

나 감독당국인 주보험감독관(commissioner)에게 보고는 하여야 한다(section 

10168.93).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신고(file)하여야 하며, 신

고수리의 거부 없이 30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section 10290). 상품은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판매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수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section 10291).

감독당국은 약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section 10291.5(b)), 그 주요 

내용은 보험약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피보험자를 오도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이후 급부를 

지급하는 기간을 제한하는지의 여부, 특정사고에 따른 장해보험금이 다른 사고

에 따른 장해보험금의 2배 이상인지의 여부,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의 50% 이상 축소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한편, 청약서 질문사항의 

명확성이나 질문사항이 인수심사에 필요한 의료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최소

화되는지도 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보험약관이 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장하는 급부가 보험요율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section 10293).

나)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약관의 변경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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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판단하므로, 실무적으로 보험약관 변경은 사전승인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승인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기본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기

본적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후 10일 이내에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표(public notice)하고, 일반인은 그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청회

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청회는 소비자의 요청이나 감독당국의 결

정이 있는 경우나, 일정범위(개인보험 7%, 기업보험 14%) 이상의 요율변동을 

수반할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공청회 개최로 인하여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section 1861.05(c)). 또한 승인받은 보험요율 및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법규위

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감독당국은 해당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제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동일하게 

사전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성보험인 단체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기술보험 등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신고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83조).

금융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심사한다. 이 중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 대해

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보험업법｣ 제5조, ｢시행규칙｣ 제11조). 한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이 보험수리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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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심사한다(｢보험업법｣ 제5조, ｢시행규칙｣ 제12조).

인가상품의 경우 보험회사는 금융청의 인가통보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신고수리되거나 동 기간 동안 신고수리 거부

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정형화된 것이나 기존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보험회사종합감

독지침｣ Ⅳ-6-1), 인가상품의 경우에는 표준처리기간이 90일이지만, 동 기간에 

구속되지 않는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246조).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심사기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피보험

자, 보험금액을 수취할 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

이 아닐 것, 보험계약의 내용이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조장

하거나 또는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의무 기타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에 있어서 명확하고 평이하게 정해진 것일 것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5조, 제124조, 제125조).

또한 ｢보험업법｣은 감독당국에 사후조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감독당국은 

신고상품에 대하여 신고수리 후 90일 이내에 신고사항의 변경 및 신고의 철회

를 명할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125조 제4항), 보험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계

약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대한 일반변경명령권을 가진다

(｢보험업법｣ 제131조).

3) EU

EU 회원국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제3차 지침에 따라, 의무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약관 및 요율에 대한 사전인가(prior approval) 또는 신고

(systematic notification)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약

관(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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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은 보험계약에 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약관 

및 보험료 계산기초 등에 대한 비체계적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EU 제3차 지침을 반영해 약관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 대해 경제·재정·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만, 경제·재정·산업부장관은 보험 또는 카피탈리자시옹(capitalization)75) 업무

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류 또는 광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제출

된 서류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제·재정·산업부장관은 보험자문위원회의 권

고를 받아들여 철회를 결정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L310-8조).

영국은 EU 제3차 지침 이전에도 약관의 사전승인제도가 없었다.

종전의 독일 보험감독제도는 생명보험약관에 대해 매우 폭넓은 간섭권한을 

규정하여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보험이 감독관청의 보험약관 규제를 받

았다. 그러나 EU 3차 보험지침의 국내법화에 따라 생명보험약관의 사전 인가제

도는 폐지되었다. 다만, 대체질병보험(제12조 제1항) 및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통보험약관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제5조 제5항).

라. 규제 개선방안

1) 약관 규제 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전술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행업이나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전

반적으로 약관에 대한 규제가 보험산업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권역 간에 약관의 전문

성과 복잡성 및 난이도 등이 상이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에 대한 약관 규제가 보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약관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금융위기 시의 키코 사태나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및 분쟁 폭증

75) 적금과 유사한 8년 만기 저축성 보험상품(양도보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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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등을 살펴볼 때, 은행 및 금융투자약관의 경우에도 사전적 규제가 보다 강

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약관 규제의 강도는 차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규제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또 다른 펀드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법 규정이 부재

한 상황이므로(<표 Ⅴ-4> 참조), 표준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해당 금융업의 특성에 맞게 대폭 강화하고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규정함

<표 Ⅴ-4> 금융업권별 약관 규제 위반 시의 제재 사항

구  분 금융투자업 은행업 보험업

절
차
규
제

신고/보고
위반자: 과태료 5천
(경미한 사항은 2천)

×
보험회사: 과징금 20%
  임원 등: 과태료 2천

표준약관 × - ×

약관공시 × ×
보험회사: 5천
  임원 등: 2천

공정위 통보 × × -

내
용
규
제

작성기준 - ×
보험회사: 과징금 20%
  임원 등: 과태료 2천

기재사항 - -
보험회사: 과징금 20%
  임원 등: 과태료 2천

심사기준 × × ×

사전확인 - - ×

내부관리기준 - -
보험회사: 과태료 5천
  임원 등: 과태료 2천

사
후
규
제

금융위 
변경권고

× × ×

금융위 
변경명령

× -
보험회사: 과징금 20%

과태료 5천
  임원 등: 과태료 2천

주 : 1) 보험회사의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2) × : 제재 없음, - : 해당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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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법규범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표준약관의 금융소비자 보

호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삽

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관의 작성기

준이나 심사기준 또한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전에 철저히 걸러내고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투자업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상품심사 중 금융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설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

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일본 등 약관심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약관심사를 자율규제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거의 찾

아 볼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약관심사가 민원처리 및 감독업

무와 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약관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는 것

인 바,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므

로, 동 제재를 보험회사의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약관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금융약관의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금융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 약관의 앞부분에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과 도식화를 통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해

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약관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졸업

자 이상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평소에 

금융상품에 잘 노출되어 있지 않은 고령자나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등 오지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보다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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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약관 관련 판례, 유권해석, 질의 및 민원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정

리하여 인터넷에 공시하고 표준약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모호한 약관조항을 

명확히 하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약관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알기 쉬운 용어와 도해 등을 사용한 

금융상품별 약관해설서(상품설명서)를 약관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76). 

더불어,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도 보험산업에 새로이 도입된 약관이해

도 평가제도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이

해도 평가제도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보험회사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약관이 보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하게 작성되

었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영업행위

가. 현황

1) 개념정의 및 범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자들은 점차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구

매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

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77). 종전의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상품 판매 

76)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 18일에 금융소비자포털을 개설하여 금융약관과 금융상
품 비교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7) Alberto Dreass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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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광고와 상담활동, 판매단계의 정보 제공과 마케팅 활동, 판매 이후 보험

금 청구에 대한 처리 활동 등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방

식과 행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업관행 개선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앞서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의 범위가 확대 또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상품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심

화되고, 역선택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연유한다. 

금융상품 권역별로 보면 보험상품은 계약관계의 복잡성, 약관 내용의 난해성 

및 보상 여부에 관한 전문적 판단 등의 특성으로 인해 타 금융상품에 비해 정보

의 비대칭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예·적금, 펀드 등은 납입금액에 이자

율, 투자성과를 환급받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데 반해, 보험은 사고발생률, 금

리, 사업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보험금이 연동되며, 고지의무, 면책사유 등 

전문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법적 계약관계가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판매방식의 다양화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선택권

을 넓히고 금융회사에게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에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소

비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영업행위 규제의 주된 세부 항목을 보면 상품(약관)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불완전 및 불건전 모집행위금지, 손해배상책임, 금융광고 규제 

등이 있다78). 이러한 행위는 금융업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78) 이 절에서는 손해배상책임과 광고규제는 직접 다루지 않고 다른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또한 주요 행위규제의 세부사항은 보험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융투자
업 및 은행업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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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규제 중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금융업 

유형에 따라 복잡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 부당권유 금지행위 규제는 계약

자 또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이나 전화 등에 의한 모집행위 

또는 투자권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금융수요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영업을 하는 판

매자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국내 법제 상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정한 부당투자권유를 금

지하고 있으나 보험업의 경우 보험모집의 푸쉬마케팅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

외가 인정된다. (2) 부실고지 금지 규정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영업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3) 계약내용 일부 비교 금지 

규제는 계약내용 중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과 부분적

인 비교만 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고 알리는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행위를 금

지한다. (4) 특별이익(리베이트)의 제공금지 규제는 모집 또는 투자행위에 의한 

적법한 급여의 수수 외에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

을 엄격히 금지한다. (5)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제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

경쟁, 시세조작 등으로 부터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영업행위 규제의 적용범위는 주로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은행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는 경향

이 있다.

2) 권역별 법체계

금융업권별로 영업행위 법 체제를 살펴보면, 보험업은 ｢보험업법｣의 별도 장

(제4장 모집)에서 규정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모범규

준79)을 통해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보험업의 특징적인 영업행위규제로는 

79) 변액보험 모범판매규준(2005.6); 소비자보호 모범규준(2006.9); 보험설계사 표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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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격제도(｢보험업법｣ 제83조), 상품설명제도, 불완전판매금지제도(｢보험

업법｣ 제97조), 변액보험모집제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온라인판매제도

(｢보험업법｣ 제96조) 등이며,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모집시장 질서를 확립함으

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을 통해 규제하며, 보험영업규제와 규제의 내용 및 수준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 

금융투자업의 주요 영업행위 규제는 신의성실의무(제37조), 투자자구분(제46

조), 고객파악의무(know- your-customer-rule)를 포함한 적정성의 원칙(제46조

의 2),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 금지(제49조) 등이다.

반면, 은행업의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

준이다. 이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특성에 기인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

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주로 ｢은행법｣의 하위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하여 운용된다. 

3) 주요 영업행위 규제 내용

가) 설명의무

설명의무란 금융상품의 판매 또는 권유 시 상품(약관 등)의 내용, 상품에 수

반하는 위험, 구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반드시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가 받

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현행 개별업법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의무를 해당 업

법에서 규정하고, 설명의무의 강제적 이행을 위해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금융업별로 보면 보험업에서는 다른 금융업에 앞서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

촉계약서 모범규준(2007.5); 교차모집 모범규준(2008.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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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상법｣(보

험편)에 규정한다(｢상법｣ 제638조의 3). 그러나 ｢상법｣은 설명의 이행 시기, 이

행 방법, 중요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타 법률 등을 

통해 추정하거나 사회통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

여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1)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권유 시 상품 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2)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시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명의무를 규정하였다(법 제95조의 2).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다

(법 제47조). 즉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내용

이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한다. 

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명시적인 설명의무가 없다. 대신 감독규정에서 금융기

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

하도록 규정한다(감독규정 제89조).

<표 Ⅴ-5> 금융업권별 설명의무 관련 규정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상법 제638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보험상품 판매 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
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설
명 의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함.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
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야 함.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
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37.



120 정책보고서 2011-1

나) 적합성 원칙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연금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완

전판매를 위한 영업행위 수단으로서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s)의 도입이 이

루어졌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적으로 투자권유 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

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등 

금융선진국은 적합성 원칙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투자업이 ｢자본시장법｣(제46조)을 통해 동 원칙을 도입

하였고, 이어 최근 보험업도 ｢보험업법｣(제95조의3)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다. 

반면 은행업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동 규제를 도입함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

단하여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일부 보험상품에서 투자 권유 또는 판매 시 

일반투자자 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특성 또는 요구에 적합하도록 투자를 권유

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금융상품 투자자의 특성은 투자

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자본시장법｣ 제46조)을, 보험계약자의 특성은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보험업법｣ 제95조의3)을 의미한다.

<표 Ⅴ-6> 금융업권별 적합성 원칙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보험업법
제95조의 3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
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
다는 원칙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제46조의 2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
지 않은 투자권유는 불가하다는 원칙. 투자를 권유하기 
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
해야 하며(know-your-customer-rule) 파생상품 판매 시 
해당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사
실 통보·확인을 받아야 함(적정성 원칙).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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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원칙과 접한 연계성을 갖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적정성

의 원칙이다. 적정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금융투자업

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

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

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6

조의2). 

다)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의 세부 규정은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 금융업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은행업은 ｢은행법｣의 하부규정인 

｢은행업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각 규제별로 살펴보면 첫째, 부당권유 등 금지행위는 보험업의 경우 보험계약

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규제 

등(｢보험업법｣ 제97조, 제100조)이며,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부당

권유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9조).

<표 Ⅴ-7> 금융업권별 부당권유 금지행위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보험업법

제97조, 제100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49조 및 
제50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전화 등에 의
한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 규제), 투자권유를 받
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 



122 정책보고서 2011-1

둘째, 부실고지 금지행위의 경우 보험업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7조).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

매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왜곡된 설명이나 누락 등을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7조).

<표 Ⅴ-8> 금융업권별 부실고지 금지행위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보험업법
법 제97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
니하는 행위 금지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47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
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 됨.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41.

셋째, 계약내용의 일부비교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모

두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규제한다. 보험의 경우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근거

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타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해당 계약이 우월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7조). 금융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불리한 것으로 표시할 수 없

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은행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와 내

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감독규정｣ 제98조). 



사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23

<표 Ⅴ-9> 금융업권별 계약 내용의 일부 비교 금지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보험업법
(제97조)

계약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근거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
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금지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
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은행
감독규정 
(제98조)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금지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42.

넷째,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규제는 모든 금융업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영업행위 규제이다. 보험업의 경우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형태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금지하

고 있다(｢보험업법｣ 제98조). 금융투자업의 경우 보험업과 유사하게 금융투자행

위에서 손실보전 및 이익의 보장, 사후 이익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며(｢자본시장법｣ 

제55조), 은행업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은행법｣ 제81조). 

<표 Ⅴ-10> 금융업권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보험업법
(제98조)

금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보험료 할인 또는 수
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의 지급 약속, 보험료 대납, 대출이자 대납 등 금지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55조)
손실보전 및 이익의 보장, 사후 이익제공 금지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의 가장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 금지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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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및 금융투자 모두 모

집조직 감독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한다. 보험업의 경우 부당한 

보험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금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며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감독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 또한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

성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

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85조,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제109조). 또한 은행업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두

어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

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

<표 Ⅴ-11> 금융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업종 관련규정 주요 내용

보험
보험감독규정 

(제4-31조)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71조, 제85조) 

시행령
(제87조, 제99조, 

제109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의 부당
한 매수·매도행위나 인위적인 시세형성 행위 등을 규정

은행
은행감독규정 

(제88조)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의 구속행위,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부
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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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1) 설명의무

금번 개정 ｢보험업법｣(제95조의2)에 설명의무의 미이행시 제재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설명의무의 

위반시 금융업권 간 제재의 형평성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동 

의무 위반시 ｢보험업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80),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행업의 경우는 설명의무 자체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재 규정도 없다. 이로 인해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이 나타날 개연성

이 있다. 

2) 적합성 원칙

국내에서 적합성 원칙의 문제점으로는 이중규제의 문제, 적합성 원칙 준수 확

인 시스템 부재, 적용상품의 제한 문제 등이 있다. 

첫째, 적합성 원칙의 법 적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는 이중규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래 적합성 

원칙은 ｢자본시장법｣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동 법에서는 투자형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상품인 변액보험도 투자형 상품에 분류되어 ｢자본시장법｣
에 의해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변액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규제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동일 금융상품에 대

해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을 적용해야 하는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최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 원칙이 국내 보험시장에 도입되었

지만 아직까지 적합성 원칙의 준수를 위한 보험회사나 판매자의 준수여부 확인

80)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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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규제 또는 관련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 규제의 적용

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거나 효율적으로 제도가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는 각 영업

행위별로 규제 적용 여부 및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될 개연

성이 높다. 예를 들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은행법｣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

를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국내 법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회사 또는 판매자의 책임은 엄격하

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귀책사유81)로 인한 불완전판매(또는 불완

전구매)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 해외사례

1) 설명의무82)

가) 미국

미국의 생명보험 설명의무제도는 주 보험법에 근거하여 주 보험감독청이 

규제 및 감독하고 있다. 보험법은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NAIC가 제정한 

‘생명보험공시모델규칙(Life Insurance Disclosure Model Regulation)’과 ‘생명

81)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구매상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타 소비자들에 동조해서 
구입하거나, 모집 및 광고에 의한 충동구매를 하는 등 소비자의 잘못된 구매행동
에 의한 경우이다. 

82) 이상우(2008), pp.60-61, pp.89-93.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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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시모델규칙(Life Insurance Illustration Model Regulation)’ 등을 반영하고 

있다.

생명보험공시모델규칙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증권을 교부하기 전에 예비 보

험가입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명시한 모델규칙이다83). 보험회사 

등이 모든 생명보험 계약84)을 체결하기 전 또는 보험증권 교부 시 까지 예비 보

험가입자에게 (1) 보험가입 안내서(buyer's guide)와 (3) 보험계약 개요서(policy 

summary)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 (1) 보험가입 안내서

(buyer's guide)와 (2) 보험계약 체결 전 안내서(preliminary information), (3) 보

험계약 개요서(policy summary)를 제공한다. ｢뉴욕 주 보험법｣은 이들 보험안

내자료를 각각 독립된 문서로 제공하고, 주 보험감독관이 정한 지침과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YIL §3209(i)). 

‘생명보험예시모델규칙85)’은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예비 보험계약자

에게 계약내용을 알기 쉽고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 일정한 표와 그림, 

예시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칙이다. 뉴욕 주의 보험회사는 보

험계약자 등에게 ‘기본예시’와 ‘보충예시’로 구분하여 보험감독관이 정한 규칙과 

서식에 따라 예시정보를 작성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뉴욕 주는 ‘예시정보’를 제

공할 경우 전술한 (2) 보험계약 체결 전 안내서와 (3) 보험계약 개요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YIL규칙§74, 53-3.1 이하)86). 또한 예시계리사 제도를 도

입하여 보험회사가 각종 계약예시정보에 대한 수리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예시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안내서를 제공하지 않고, 설명방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다. 다만, ｢UTP법｣87)에 의한 보험약관의 부실

83) 2006년 10월 기준으로 뉴욕 주를 비롯하여 42개주의 보험업이 반영하고 있다.

84) 단, 신용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단체연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NYIL §3209(a)).

85) 2005년 10월 말 뉴욕 주를 포함하여 38개주의 보험법이 반영하였다.

86) ‘계약예시정보’를 활용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전 안내서’와 ‘보험계약 개요서’의 주
요항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보험계약 체결전 안내서’와 ‘보험계약 개
요서’를 제공할 경우 ‘계약예시정보’를 생략할 수도 있다(NYIL§3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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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및 허위광고, 모든 보험사업자의 허위정보 및 설명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한편, 뉴욕 주는 주택종합보험에 대해서는 풍수·

폭풍 리스크의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88).

나) 영국

투자·저축성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은 인가 사업

자에 대해 (1) 거래조건 약정서(terms of business)89), (2) 최초공시자료(IDD: 

initial disclosure document)90), (3) 핵심설명서(key features documents)91), (4) 

적합성 통지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COB §4~§6 관련). 또한 이들 정보

를 제공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보험계약의 중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거래조건약

정서를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며, 최초공시자료와 통합

하여 제공할 수 있다.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계약 발효시기, 중개업무의 인가상

태, 투자목적, 민원 신청방법, 리스크에 대한 주의사항, 금융서비스 보상제도에 

관한 설명 등이다. 거래조건약정서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의 변경

을 조언 또는 중개할 경우 제공을 필요로 한다. 

최초공시자료는 판매자가 최초로 고객과 접촉할 때 또는 생명보험계약 변경

의 조언, 중개시 개인고객에게 제공되는 공시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판매자에 

관한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인가번호, 판매자와 보험회사와의 지배관계, 1사 전

속 또는 독립대리점인지의 유무, 민원상담방법 및 이의제기 방법, 예금자보호 

방법 등 8가지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제공된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목적, 상품리스크 등과 같이 투자상품의 핵심이 되는 부

87) Unpair Trade Practices Act

88) NYIL§344-§3445 참고

89) COB 4.2 관련

90) COB 4.3.3R, 4.3.9 관련

91) COB 6.2.7, 6.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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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기재하여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제공하는 서면자료이다. 핵심

설명서는 제목, 상품의 주요특징, 운용수익률예시표, 상품내용의 요약, 해약환

급금예시표,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기재되는 내용에 ‘Key Facts’라는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이 내용이 핵심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의 

목적, 관련 리스크, 모집수수료 등 상품내용 요약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Q&A형식으로 작성된다. 수수료는 일정 수익률 가정하에 수수료가 수익에 미치

는 영향을 산출하여 예시한다.

이와 함께 영국은 EU제3차보험지침(2002)에 따라 회사의 명칭 및 주소, 법적

형태, 상품리스크, 보장 및 선택권의 정의, 계약기간 및 해약방법, 보험료 납입

방법 및 기간, 변액보험의 정의 및 자산운용, 계약취소의 방법, 민원접수, 세제 

등의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추가사항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중복내용에 대해서

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고객

에게 운용수익률예시표, 해약환급금예시표, 수수료 공시내용 확인서를 송부해

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배당금 지급에 미치는 요소, 투자방침, 투자현황, 지

급여력제도 등을 해설한 유배당보험가이드를 매년 결산 후 계약자가 요청할 경

우 교부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및 손해보험은 투자·저축성보험과 유사한 정보제공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핵심설명서 대신에 보험계약 개요서(policy summary)92)를 제공하

는 등 차이가 있다. 보장성보험 및 손해보험은 계약체결 전에 예비고객에게 최

초공시자료, 보험계약 개요서와 보험료 설명서(statement of price)93), 보험계약 

서류(policy document), EU 보험중개업무지침(§12) 요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COB 5.2.9R).

한편, ICOB는 EU의 지침에 따라 TM·CM·DM 등 비대면계약(distance 

contract)94)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대면계약과 동일한 상품설명 자료를 제

92) ICOB 5.5

93) ICOB 5.5.14

94) 영국은 EU의 비투자보험에 관한 보험중개지침(Insurance Mediation Directive)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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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한다. 다만, TM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 개요

서 내용과 유사한 8종~9종의 항목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ICOB 5.3.6(2)).

다) 일본

2007년 4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문서’로 분리하여 제공하

고 있다. 보험회사감독지침은 이들을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으로 명칭하고, 각

각 보험종목별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에는 공통기재 사항과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른 추가적

인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특정보험계약’의 경우 주로 특별계정 자산과 

관련된 추가적 기재사항이 핵심이다.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의 제공시기에 대해 

명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

며, 특정보험계약에 한해서는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문서’를 동시에 제공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계약개요서’의 공통기재 사항에는 “상품구조, 보험기간, 보장내용 및 면책사

유, 보험금액, 특약개요 및 내용, 인수조건, 보험료 관련,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

입기간, 배당방법 및 배당액 산출방법, 해약환급금 유무 관련 사항”이 있다. 변

액보험·연금의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개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 보험회사

의 상호·명칭, 주소·성명 등의 표시, 특별계정에 관한 자산의 종류 및 평가방

법, 자산운용방침, 보험계약관계비용 및 자산운용관계비용, 자산운용실적, 운용

실적에 따른 보험금 변동액의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 경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의환기정보문서’의 공통기재 사항에는 청약철회제도, 고지의무(위반), 책

임개시일, 면책사유, 특별한 면책사유, 보험료 납입잔존기간, 실효 및 부활, 해

약 및 환급금 유무, 예금보험제도, 기타 주의환기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변액보

법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계약(distance contract)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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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연금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회사의 상호·명칭, 주소·성명 등의 표시, 보

험계약관계비용 및 자산운용관계비용의 개요, 손실 가능성 경고, 보험세제, 민

원처리 기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의 ‘계약체결전 교부서면’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제공 

및 설명이 요구되는데 ‘사전 구두 설명’과 ‘사후 서면제공’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금융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의 경우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대신 중요사항 설명서

와 약관을 제공해야 한다.

2) 적합성의 원칙95)

주요국은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및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적합

한 상품을 권유·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내 내부통제부서가 상

품 판매 및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 Ⅴ-12> 적합성 원칙 적용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도입
대상

∙ 변액보험 ∙ 변액보험 및 연금

∙ 투자성/저축성보험
∙ 보장성 보험상품 
및 손해보험에도 
적용

∙ 특정보험(시장의 경
기변동에 의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준수
여부
확인
수단

∙ 없음.

∙ 보험회사는 모집종
사자의 상품추천을 
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권유이유 및 상담
내용을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 목적확인서를 작성
하고 계약자 상황변
경 시 업데이트

자료 : 김호균·김지은(2009)

95) 이상우(2008), 서대교(2010)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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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증권법｣에서 적합성 원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

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거래에 관한 규칙에서 전미증권업협회(NASD)

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NASD의 규칙 제2310호(적합성 원칙)는 “SEC에 등록한 증권상품을 판매할 때 

증권 중개인은 기관투자가 이외의 고객에 대해 거래를 추천함에 있어서 그 거래

를 실행하기 전에 (1) 고객의 재무상황, (2) 고객의 과세상황, (3) 고객의 투자목

적,　(4) 고객에게 권장할 때 증권중개인 등에 의해 이용되고 나아가 합리적이라

고 생각되는 기타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이른

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NYC Rule)를 간접적으로 명시하였다(NASD 

Conduct Rule 제2310(b)). 또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투자신탁과 변액상

품의 차이를 명확히 하도록” 명시하였다(NASD Rule 2210-2(a))96).

NASD는 변액보험이 주식이나 뮤츄얼 펀드와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이기 때문

에 권유하는 상품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0

년 변액보험 판매 시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증권중개인 대상의 주의지침을 마련

하였다. 이 지침은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NYC 

Rule)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적합성 검사와 보험료 납입 능력을 검사하도록 명시

하였다. 증권회사 및 증권중개인 등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할 때에는 증권거

래위원회(SEC)에 의한 행정처분과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정에 의한 판매원의 등

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NAIC의 ‘변액생명보험 모델규칙(Variable Life Insurance Model Regulation, 

NAIC)’은 변액보험 모집인에 대한 자격요건, 적합성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할 

중요사항, 특별계정의 설정 등의 영업행위 및 자산운용규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이 모델규칙에 의하면 “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 투자목적, 

재정상태, 니즈 등의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당해 상품의 구입이 예비 고객에게 

96) NASD는 변액보험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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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권유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3 c).”

고 규정하여 변액보험 예비 가입자를 보호한다. 권유하는 상품이 적합한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령, 수입, 배우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연령, 저

축 및 기타 자산가치, 현재의 생명보험 가입의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명

시하고 있어 종전에 증권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해 오던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NYC Rule)’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적합성 기

준(standards of suitability)의 사내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금상품도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다. NAIC는 2003년 ｢연금거래

의 고령자모델규칙(Senior Protection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
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여 ｢2006년 연금거래의 적합성 모델규칙(Suitability in 

Annuity Transaction Model Regulation 2006)｣을 도입하였다. 이 모델규칙은 종

전의 고령자 연금 소비자를 확대 적용하여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상품 권유 

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외 생명보험의 경우도 상품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보공시만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 NAIC는 

정액형 생명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모델규칙 초안을 2001년에 만들었다. 

그러나 동 초안은 채택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유가증권과 보험의 차별성 

존재, 정보공시와 자기책임의 중시, 보험모집과 관련된 모델규칙 존재, 고객정

보 수집에 비용소요 등의 이유로 관련 업계가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나) 영국

영국에서는 ｢금융서비스법(FSA 1986)｣ 체제하에서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의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였다가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 Markets Act)을 시행하면서 적합성 원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

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양극화 규정(polarization rule) 등 모집제도와 소비자 보

호 변화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단계별로 개선하였다.



134 정책보고서 2011-1

｢금융서비스법(FSA 1986)｣ 체제에서 판매자책임 강화와 불완전 판매의 개선

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증권투자위원회(SIB)

는 처음으로 미국의 증권입법을 참고로 적합성 원칙의 개념을 도입97)하였으며, 

자율규제단체인 독립중개사협회(FIMBRA)와 전속보험설계사협회(LAUTRO)가 

SIB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 및 저축성상품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FIMBRA는 상품가입 권유 시 고객의 개인·가계 현황을 파악할 의무(know 

your client)와 고객의 사정을 고려한 다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할 의무(best 

advice), 고객이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강구할 의무

(understanding of risk)를 도입하였다98). LAUTRO도 투자자에 적합한 계약만을 

추천할 것(best advice)을 의무화 하였다99). 1988년 도입 당시 FIMBRA 및 

LAUTRO 규정에서는 적합성 원칙에 관한 문서 제공의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시행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와 판매채널이 다원화되면서 1995년 적합성 문서

(reason why letter)의 교부가 의무화되는 등 단계별로 높은 수준의 적합성 원칙

이 도입되었다.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서는 종전의 최적 권유(best advice) 대신 

적합성 원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현행 일반영업규칙(COB)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경우 그 권유가 확실히 고객에게 적합하

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

상책임을 부과하였다(FSMA §150). 

투자 및 저축성상품의 경우 비투자형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적합성 원칙이 

부여된다. 즉,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most suitable) 상품

을 고객에게 권유하도록 하고, 만약 적절한 상품이 없을 경우 권유행위를 하지 

97) SIB Rule, 5.01: Suitability of investments and transactions in them, 5.02, 5.03: Best 

Advice

98) FIMBRA Rules(C. Conduct of Business) 4.2: Know your client, 4.4: Best advice, 4.3: 

Understanding of risk

99) The Rules of LAUTRO(Schedule 2, Code of conduct for members) 6.8: “Best advice 

to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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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다만 전체 금융상품시장(whole-of-market)에서 영업이 가능한 독립금

융중개인 등의 경우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

할 수 있게 유연성이 부여되었다. 독립금융중개인(whole-of-market advisers, 

IFA)의 경우 상품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기초로 

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근거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의 니즈에 

합치하는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에서 상

품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 대부분의 독립금융중

개인은 IFA단체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은행의 비교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상품을 

권유하기도 한다.

<표 Ⅴ-13> 영국의 적합성 원칙의 법률적 근거와 도입 경과

도입연도 법률명 대상상품 주요 내용

1986 금융서비스법 체제 투자형보험 최적 권유제 도입

1995 금융서비스법 체제 투자형보험 적합성 통지서 도입

2005 금융서비스시장법 체제 비투자형보험 적합성 원칙 도입

자료 : 이상우(2008), p.73.

보장성보험 및 손해보험은 투자상품과 동일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투자상품의 경우 규정에서 ‘가장 적합한(most suitable)’의 용어를 사용

하지만 보장성보험 및 손해보험은 ‘적합한(suit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또한,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경우 추천이 가능 하는 등 완화된 적

합성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ICOB는 보험중개자가 고객에게 비투자형보험상품

을 추천할 경우 그 추천이 해당고객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ICOB4.3.1R(1)). 적합성 원칙의 적용 범위는 개인 순수보

장보험과 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성보험과 재보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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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일본의 경우 199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는

데,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에서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는 것

을 금지하였다. 이어 2000년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상품판

매법”이라 함)에서는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는데, 설명의무의 

해석기준으로서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금융상품판매법｣을 개

정하였는데, 개정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고객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적행

위 책임을 고려하여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단정적 판단 제

공 등의 금지규정(동법 제4조)을 신설하였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법｣ 제3조 제2

항에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은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및 당해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당해고객을 이해시키는데 필요

한 방법 및 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마다 나

뉘어 있던 법적 규제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일원화하고, 또한 전

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투자자유형에 대응한 유연한 규제를 적용

하였다.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는 ｢증권거래법｣ 제43조 제1호의 규정을 받아

들였는데,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업무의 운영상황이 금융상품 거래행위에 관해 

고객의 지식, 경험, 재산 및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 부적

당한 권유를 하여 투자자보호를 결하게 되거나 결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에 해

당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고 적합성 원칙을 명시하였다. 

한편 개정 ｢보험업법(2006)｣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합성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영국의 사례를 

모델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금융시장 제반 환경 및 규제 성숙도를 고려

하여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 체제 이전의 적합성 원칙을 추구한다. 은행 

및 보험상품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도 2006년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일부 보험상품에 한정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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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비투자형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관한 정보 수집활동과 의향확인서를 통

해 고객의 수요와 요구에 일치한 최선의 보험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Ⅴ-14> 일본의 적합성 원칙의 법률적 근거와 도입경과

도입연도 법률명 대상상품 주요 내용

2000 금융상품판매법 동법에 열거한 금융상품 설명의무 및 배상책임

2006 금융상품판매법 투자상품 적합성 원칙 도입

2006 보험업법 개정 특정보험계약 적합성 원칙 도입

주 : 특정보험계약은 변액보험·연금, 해약환급금변동형보험·연금, 외화표시형보험·연금을 
대상

자료 : 이상우(2008), p.84.

3)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가) 미국

미국의 생명보험모집은 NAIC의 공시규칙과 예시규칙을 적용하는 등 손해보

험모집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 등 비투자형보

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의 정보제공 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과 같은 특별한 규제

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들은 보험약관의 부실표시, 허위정보 

및 광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의 대부분 불공정 보험거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을 답습한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감독청

이 처벌할 수 있다.

미국은 뉴욕 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정부가 NAIC의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
을 ｢보험법｣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 보험감독청은 이를 근거로 불공정보험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은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의 

모집금지행위(제97조)에서와 같이 보험약관의 부실표시 및 허위광고, 모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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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업자의 허위정보 제공 및 허위설명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험거래와 관련된 

광범위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뉴욕 주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에게 정보제공의무와 명시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다

(NYIL100) §3209(c), §3209(h)).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 보험청이 보험회사 

및 모집인에게 보수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 주는 생명보험, 상해·건강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 

등에 대해 설명의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NYIL §2123).

미국은 변액보험에 대한 ‘불초청 권유 금지(unsolicited call)’에 대한 특별한 

법 규제는 없다. 뉴욕 주는 변액보험의 권유 및 판매행위시 변액보험모집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권유행위를 포함한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 전화권유거부(do not call) 등록 제도가 도입 및 운영되

고 있다. 뉴욕 주는 일반적인 상거래시 ｢상법｣(§399-z) 및 ｢전화권유거부규칙

(do not call regulations, 2001)｣에 따라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특정고객에게 전

화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전화판매권유업자가 등록된 거부 전

화에 판촉행위를 하여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다101). 다만, ｢전화소비자판매규칙(TCPA)｣에 따라 과거 상품구매 경험이 있거

나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소비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의 방문판매에 대한 불초청 권유의 금지 규제는 없

으나, TM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전화권유거부(do not call)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00) New York Insurance Law(이하 NYIL이라 함)

101) 현재 20개주 이상이 ｢전화소비자보호법(1991)｣ 및 ｢전화소비자판매규제(TCPA 규칙)｣
에 따라 Do Not Call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안철경·신문식·이상우·조혜원 
2003,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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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일반영업규칙에서는 저유동성 상품102)에 대한 방문 및 전화 등의 실시간 영업

행위의 경우 의뢰하지 않은 영업행위 즉, 불초청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COB 

3.8.21, 3.10.1(1)). 다만, 투자형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불초청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COB 3.10.3). 전통적으로 불초청 권유행위에 의한 영업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03). 다만, 고객이 동의하

지 않은 경우 사회 관습상 부적당한 시간(unsocial hour)이나 등록되지 않은

(unlisted) 전화를 할 수 없다(COB 3.8.22). 또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고

객에게 불초청 권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실시간 영업행위를 할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방문 전에 방문의 목적과 보험회사의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보장성 및 손해보험의 경우에 불초청 권유행위의 금지 규정은 없다. 다만 비

대면(distance contract) 영업행위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유행위가 비용을 수반하거나, DM판매와 같이 고객이 더 이상 회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유가 금지된다(ICOB 4.7.1, 8.4.1).

다) 일본

일본의 불완전모집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살펴보면 허위사실 고지행위 금지

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법 제38조 제1호), ｢보험업법｣(법 제300조 제1항 제1

호~제3호) 및 ｢은행법｣(법 제13조의 3 제1호)에서 모두 나타난다. 즉 은행, 보

험, 증권 모두 허위사실의 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별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형상품에 대해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와 거절 의사표시 후 재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

법｣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제외하

102) 워런트(Warrant), 레버리지 펀드(leverage fund) 등

103) A.J. Wedgwood et al.(1986),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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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왜냐하면, 보험상품이 전통적으로 푸쉬형 영업기반에 의존하고 있는 판매

기법의 특성상 불초청 권유를 금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재권유 행위

에 대한 유사한 규제가 이미 ｢보험업법｣에 존재하고 있다. 즉, 계약자 보호를 위

해 “고객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업무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시간대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는 모집행위, 직무상 지

위를 부당 이용하여 가입자의 구매의사를 구속하는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

다104). 따라서 ｢보험업법｣은 이러한 이유로 보험상품의 불초청 권유 금지의 적

용을 유예하고 있다.

현재 비투자형보험에 대해 불초청 권유 금지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객에 대하여 위압적인 태도나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여 현저하게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 등 고객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권유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고객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생활의 평온을 저해하는 시간

대에 집요하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하

는 모집행위, 업무상의 지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05).

일본도 보험모집시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

지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법 제300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한다(법 제317조의 2 제7호). 

또한,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전 또는 사전·사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

여 줄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위(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

역 혹은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한다(법 제198조의 

3). 그러나 은행업의 경우 특별이익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104) 보험회사감독지침(Ⅱ-3-5-1-6(손해보험)) 관련

105) 지위남용과 관련하여 금융청의 감독지침은 직무상의 상하관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고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300①9호, ｢보험업법시행규칙｣§234①2호, ｢보험회사감독지침｣(Ⅱ-3-3-2(7) 

및 Ⅱ-3-3-6(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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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행위규제의 개선방안

1) 설명의무

보험업 및 금융투자업은 각각 업법에 설명의무 규제가 완비되어 있으나 ｢은
행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제가 없다. 은행업의 경우도 과거에는 상품이 단순하

여 특별한 설명의무의 필요성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 금융 겸업화 환경하에서

는 금융업권 간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출현하는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품의 개

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복합상품을 이용하는 금

융소비자를 고려하여 보험업이나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수준의 설명의무 규제

를 ｢은행법｣상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의무의 경우 위반 시 금융업권간에도 제재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드

러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영업행위 규제에서 금융권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 시 제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적합성의 원칙

첫째, 적합성 원칙의 이중규제 문제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업법｣에 적

합성 원칙이 도입되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상의 적합성 원칙과 이중규제의 문

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

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임할 보험상품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에 원본 상실의 가능성이 있

는 변액보험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적합성 원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보험회사 또는 판매자의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모집종사

자의 상담내용 및 권유이유를 기록·열람하거나, 모집종사자와 계약자로 하여

금 공동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필요성과 해당 보험상품이 계약자에게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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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는 근거 등을 기재하는 목적확인서(confirmation of intent letter)를 

작성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 판매 시 적합성 원칙이 실

질적으로 적용되도록 계약자 연령에 기초한 보험회사의 계약관리 시스템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실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소비자 이익의 최대한 보호와 금융기

관의 수용태세를 감안함으로써 법제화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도 상품의 특성

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원본보장형 변

액보험 상품의 경우 투자형 변액보험 상품보다 투자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투자형 상품보다는 적은 것이 사실이

다. 이와 같이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 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불완전 및 불건전 영업행위 

첫째,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체계는 규제 차익 및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영업행위 일반원칙 중심의 제한적인 통합법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겸업화로 인해 금융상품의 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금융업 분야별로 해당 업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정했던 영업행위 규제

는 실효성이 낮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 개별 금융업법하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들은 동일

한 체제하에서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일반원칙 중심의 법규를 제정하

고 그에 맞추어 개별법에서 업권별로 영업행위 규제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함으

로써 규제 차익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업행위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 향후 감독의 방향은 기존 규제, 영업원

칙, 모범규준 등의 실행 및 준수에 대한 현장 점검의 중요성이 확대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영업행위 감독·규제체계가 국내 보험영업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필요시 국내 보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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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국이 이해상충 조정 및 소비자

교육 강화 등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현장 중심의 감독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불완전구매 등에 대해서 금융소비자

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가

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불완전판매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불

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귀책사유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책임의 귀책사유가 금

융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와 금융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동조 투자, 충동구매, 소비자의 지식 부족 또는 부주의로 인한 구

매, 악의적 또는 습관적 구매 행위 등은 불완전판매의 귀책사유가 금융소비자에

게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불완전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따른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지식 부족 또는 부주

의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교정하고 소비자의 금융지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도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

품에 있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과장 광고를 규제할 경우 소비자

의 잘못된 구매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반면 악의적 또는 불건전 행위

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금융소비자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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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가. 현황

광고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커뮤니

케이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비자

보호에 있으며,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이다106).

국내에서 광고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107)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각종 광고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일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아울러 금융업권

별로 제정되어 있는 광고에 관한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업법에 광고규제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은행의 경우 ｢은행법｣의 하위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규제

의 수준을 보면 대체로 보험상품이나 투자상품의 경우 광고 규제가 매우 엄격한 

데 반해 은행상품의 광고규제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이다. 이는 금융상품

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은행보다는 보험 또는 금융투자상품이 소비자보호로부

터 취약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6) 탁진영(2010), p.404.

107)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을 정하여야 한다.

     ①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
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
가 있는 경우

     ③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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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금융업권별 광고 규제 체계 

구  분 근거규정 주요내용

보험

보험업법 
(제95조의4)
감독규정 

(제4-35조의4) 

보험상품 광고 표시사항 및 금지사항을 상세히 규정함.
특히, 변액보험 광고는 매우 상세히 규제
①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
② 보험광고시 준수사항
③ 보험광고시 금지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

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78조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필요공시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음 등

증권
자본시장법 

제57조

투자광고 표시사항 및 금지사항 규제
금융투자업자 명칭,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반
드시 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는 표시 금지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46.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특별법으로서 ｢보험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 ｢보험업법｣(제95조

의4)은 ｢표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보험계약의 특성

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108) 및 금지사항109) 등 광고기준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로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생명

보험(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이라 함)｣이 있다. 광

고규정은 개정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협회가 제정하여 광고심의 규제를 수

행한다.

108) 계약 전 상품설명서·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규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이다.

109)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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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보험광고 규제 체계

구  분 법규 주요내용

일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 또는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특별법
보험업법

(제95조의4)

①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
② 보험광고시 준수사항
③ 보험광고시 금지사항

자율규제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① 총칙: 정의 등
② 광고의 심의 및 절차
③ 광고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④ 준수사항: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등
⑤ 금지행위
⑥ 제재조치: 제재조치, 제재금 등

나. 문제점

첫째, 광고 규제 체계상의 문제이다.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모두 일반법

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여기에 보험업과 금융투

자업의 경우는 해당 업법에서 별도의 과장광고, 투자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두

고 있으나 은행업의 경우 별도의 규제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금융업

권 간 광고 규제 내용상 형평성에 문제가 드러난다.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

험업의 경우 강도 높은 광고 규제를 하며, 금융투자업은 보험업보다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하고, 은행업의 경우 거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 보험업의 광고 규

제가 강한 이유는 금융투자 또는 은행업과는 달리 판매방송 광고가 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광고 또는 이미지 광고 등 광고 규제체계 전반적으

로 광고의 수준에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각 금융업권별로 별도의 규제체계를 갖

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의 금융업권별 광고 규제는 위반 시 제재 수준에 차이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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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은 해당보험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반면 은행업의 경우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은행법｣에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고, 이에 

따르면 광고표시 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 Ⅴ-17> 금융업권별 광고표시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보험 은행 금융투자

관련근거
보험업법 개정안

(제95조의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자본시장법
(제57조)

내용

해당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료 : 서대교·김미화(2010), p.62.

셋째, 자율규제기관이 수행하는 광고심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우선 자

율규제에 있어서 금융업권별 규제강도와 내부 절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

제를 드러낸다. 예들 들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 자율

규제로 광고규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홈쇼핑 보험판매방송은 사후 심의)하는 

반면 예금 및 카드상품의 경우는 사업자단체에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지 않

는다. 보험업의 경우 상당히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율규제를 수행하는데 반해 타 금융업의 경우는 미약한 수준에서 광고

심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110). 

110) 금융투자업의 경우 협회 내 정관 제5조(업무)에서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절(투자광고의 
심의)에 의거 투자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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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8> 금융회사 상품 광고 규제 현황

광고구분 규제기관 규제방법 근거

보험
판매광고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 

사전심의
보험업감독규정

홈쇼핑 사후심의

금융투자상품 광고 금융투자협회 사전심의 금융투자업규정

예금 및 카드 없음. 없음. 없음.

또한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광고심의업무가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협

회내 심의위원회 또는 단일 업무팀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독립

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광고심의 주체가  보험감독

청이고, 국내 의료광고의 경우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권한을 부여하

고, 이를 의료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된다111). 이에 반해 자율규제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국내의 광고심의 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낮은 단계로서 그 실효성이 높

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금융업의 광고 자율규제가 각각 분산되어 이루어짐으로써 광고심의

의 독립성·형평성·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보험업

의 경우 현재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가 자율규제기관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 보험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의 광고 

정책도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보험 상품광

고의 심의판정방법이 생명보험은 적격/부적격/조건부적격의 3단계, 손해보험

은 적격/부적격의 2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상품광고의 부적격률112)을 보

면, 2006년에서 2010년 5월까지 생명보험 1.7%, 손해보험 23.4%로 큰 차이를 

보인다. 

111) ｢의료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8조

112) 부적격 건수를 전체 심의 건수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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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상품광고 심의 결과 부적격 현황
(단위 : 건, %)

생명보험 손해보험

부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06 20 2.9 323 46.9 3 1.3 

2007 15 1.3 762 64.0 78 10.9 

2008 4 0.3 862 59.0 103 13.3 

2009 10 0.7 926 64.3 162 16.1 

2010.5 51 4.1 897 72.5 866 35.5 

합계 100 1.7 3,770 62.6 1,212 23.4 

 

주 : 2007년 10월 이전까지는 사후 심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전심의로 전환됨. 
자료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다. 해외사례113)

1) 미국

미국의 보험광고 법제는 기본적으로 ｢NAIC 보험광고에 대한 모델법｣을 기초

로 하여 각 주에서 모델법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광고

에 대해 주 보험법의 일부로 규정하며, 광고심의는 각 주 보험감독청에서 수행

한다.  

보험광고에 대한 기준으로 뉴욕 주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보험법에서는 평균적

인 수준의 사람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

적으로는 보장내역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

증자료 없이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회사 재정상태가 좋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한 통신판매 권유를 원하지 않는 보험소비자를 전화거부리스트

(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하여 등록된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를 금지하며, 

113) 보험업의 광고규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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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의 이름, 사업자명,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생명보험, 상해의료보험, 연금계약, HMO 사업자 등은 부실표시(misrepresenting), 

오도하는 견적(misleading estimate), 불완전한 비교(incomplete comparison)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114).

미국 광고규제의 특징을 텍사스 주 보험광고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115). 

첫째, 광고의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보다는 광고의 전달메세지나 

광고의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 과장광고인지를 평가한다. 

둘째, 연예인 또는 방송인에 의한 유료광고의 경우 반드시 “유료광고”(Paid 

advertisement)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단체보험광고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셋째, 주계약에 특약이 첨부된 경우 특약의 보험료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

며, 각 보험상품별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단어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

시된다. 

넷째, 광고에서는 보험금 지급표준과 같은 “보통의 통상적”(usual and 

customary)이거나 “합리적이고 통상적”(reasonable and customary)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자율의 표시에서 최저보증이율과 현행 예정이자율의 표시를 같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섯째, “무진단”, “무진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의 경

우, 보험증권의 발급이 청약서에 제시된 건강문진의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정도의 좀 더 명확한 명시와 함께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일곱째, “공짜”, “무료”, “비용이 들지 않는”, “추가비용이 없는” 또는 이와 비슷

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면, 누가 부담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114) ｢뉴욕 주보험법｣ 제2123조

115) 양승규·허연·노일식(2010),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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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미국의 보험광고 심의 규제(텍사스 주 기준) 

규제 형태 보험상품 규제 내용 

신고를 
해야만 하는 

광고

메디케어 보충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광고 60일 전 신고 및 사전심의

메디케어 HMOs 광고 45일 전 신고 및 사전심의

중대질병으로 잔존생명이 확정된 
생명보험증권 매매정산회사 및 

중개인
광고 전 신고 및 심의 불요

신고가 필요 
없는 광고

생명보험, 연금, 손해보험
광고 사용 전 신고 불요. 그러나 

규정준수의 예외는 아님.

자료 : Insurance Advertising in Texas(2008.6), 21.102(2)

텍사스 주의 보험광고 심의 규제를 살펴보면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신고의무 

광고와 신고불요 광고로 구분한다. 신고의무 광고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은 메디

케어 보충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메디케어 HMOs, 중대질병으로 잔존생명이 

확정된 생명보험증권 매매정산회사 및 중개인이다. 그밖에 생명보험, 연금, 손

해보험은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광고규정 준수의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광고의 종류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level of disclosure)이 결정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표 Ⅴ-21>과 같다.

<표 Ⅴ-21> 텍사스 주의 보험광고의 종류 

광고 종류 주요 내용 

이미지 광고
(Institutional) 

∙ 회사나 대리점의 일반적 광고
∙ 특정 보험상품이나 담보내용 불포함
∙ 청약의 기회나 보험료 견적을 제공하지 않음

문의광고
(Invitation 
to inquire )

∙ 특정 보험증권을 언급하거나 보험료 견적 기회 제공 또는 다른 
정보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광고

∙ ‘상해 및 건강보험’ 분야의 문의광고는 보험료 견적만 허용

판매광고
(Invitation to 

contract)

∙ 보험청약서나 등록양식을 포함하거나 광고된 담보에 대해 청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광고

∙ 판매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경우와 대리점이나 판매인이 있는  
경우

자료 : Insurance Advertising in Texas(2008.6),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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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리점 광고에 대한 규정을 보면 우선 적격한 자격을 가진 대리점은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대리점 광고는 보험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

는 광고와 보험청의 심사를 득해야 하는 광고로 구분된다. 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는, (1) 이미지 광고, (2) 보험사가 제작하여 배포한 광고, 

(3) 대리점 이름, 로고, 주소, 전화번호와 같이 제한된 정보만 담고 있는 일반광

고, (4) 취급하는 보험종목, 경력 및 서비스와 자격증의 표기와 같은 단순표기 

광고, 특정한 보험상품, 보험금 또는 보험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광고 등이다. 

반면 특정한 상품에 대한 광고는 반드시 보험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국의 광고규제

영국의 광고 규제는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규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정보의 비교규제에 대하여는 “비교는 

의미가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

한다. 

영국의 금융상품 광고는 광고산업의 자율기구인 ASA(The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ies)내 규정을 따른다116). ASA의 규정은 금융상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상품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CAP(The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s)에 의해 규정된 CAP Code(British Code of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Direct Marketing)이다. 이 규정은 방송광고와 그 이외의 

광고에 대한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으나 미국의 사례처럼 보험에 대해 구체적으

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보험에 대한 행위규제는 COB(Code of Business) 제4장 금융영업행위를 포함

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나 있다. 동 규정은 보험의 경우 투자관련 보

험상품에만 적용된다. 주된 내용으로는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도하지 않는 정보의 전달 규정

116) http://www.asa.org.uk/asa/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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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clear, and not misleading rule)”을 명확히 규정한다. 그러나 저축이나 순

수보장성보험(생명보험과 같은 사망·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단순한 이

미지 광고,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금융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도하지 않는 정보의 전달”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정보내용이 적정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영국 COB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도하지 않는 금융영업행위 규

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고객의 자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수익률 표기를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균형있게 제시함.

∙ 보수가 책정되는 영업행위에는 그 수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과 수익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정도의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FSA의 감독을 받는 것과 FSA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분명히 함. 

∙ 그 회사에서 만들지 않은 패키지 상품이나 제3자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해당 상품을 만든 회사나 투자상품 관리자의 정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오해하지 않도록 함.

3) 일본

일본의 ｢보험업법｣에서는 명시적인 광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
융상품거래법｣에서 광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광고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

호, 명칭 또는 성명, 등록번호 및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 등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7). 또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현저하

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118)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117)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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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한다119).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광고규제를 정리하면 <표 Ⅴ-22>와 같다. 

<표 Ⅴ-22> ｢금융상품거래법｣ 상 광고 규제

구  분 주요 내용

광고표시사항 
규정

∙ 해당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등록번호 및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0호).

광고표시
금지사항규정

∙ 광고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현저하게 사실과 상이한 표시의 금지 및 현저하게 사
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금지(법 제37조 제2항)

∙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이 과해짐(법 제205조 제11호).

라. 개선방안

광고 규제는 현재 업권 간 규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규제 수준을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금융업권 간 광고 규제의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의 문제와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업 및 여신금융업 등 전 금융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광고규제 체계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월

하지 않다면 일단 금융광고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업 광고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금융업의 경쟁이 동일 업종 

내 경쟁에서 이종 업종 간 동일한 기능의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으로 확산되고, 

118)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 제2항

119) ｢금융상품거래법｣ 제205조 제10호,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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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추세인 점이 고

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금융업권간 광고로 인한 규제차익을 제거하여 공

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와 같은 금융업별 규제 체제하에서는 적어도 광고규제 위반 시 국

내 금융업권 간 부과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 규정 등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동일

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규제하는 수준

과 방법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차이로 인한 이득이 일

방의 금융회사에게 귀결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

호체계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업권별로 특수한 상품 또는 경영환경을 

제외하면 형평성이 부합되도록 제재의 방법 및 수준을 일관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행업의 경우는 타 금융업법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은행법｣상에 

광고 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일부 금융업에서만 자율기구로 운영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전 금

융권으로 확대하여 금융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금융광고심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120). 전 금융권을 일관된 기준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비

효율적일 경우 광고상품의 특성이 유사한 업권 간에 우선적으로 광고심의를 통

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통합 금융광고심의기구를 설립할 경우 금

융업권간 광고심의의 형평성·공정성·통일성이 제고하게 되어 소비자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반면 업권 간 심의기구 운영

을 둘러싼 갈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121).  

120)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현재는 분산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
리결과보고서 p.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8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p.108). 곽
명섭(2010), p.221.

121)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광고심의기준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료인 단체가 
통합심의기구를 설립할 경우 그 기구에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의
료법 시행령｣ 제24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심의기구 설립을 추진할 여지는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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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

가. 현황

1) 개요

공시의 목적은 시장규율을 통해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공시는 크게 경영공시와 상품

공시로 나눌 수 있다. 경영공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규율기능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품공시는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투명하지 못한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피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98년 보고서122)에서 은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권

고안에서 공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시요건을 발표하였다.

① 포괄성(comprehensiveness): 시장참여자가 제공된 정보를 통해 금융기관

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포괄적인 정보이어야 한다.

② 적정성 및 적시성(relevance and timeliness):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어야 하며 적시에 공시되어야 한다.

③ 신뢰성(reliability): 공시된 정보는 금융기관의 경제적 본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검증가능하며,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지 않아야 한다.

④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정보는 금융기관 간, 국가 간, 그리고 기간별로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⑤ 중요성(materiality):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되면 정보이용자가 판단을 하거

나 변경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2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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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감독기구의 합동작업반123)에서는 리스크 공시의 3대 기본 원칙으

로서 (1)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의 균형, (2) 위험관리 실태와 일치하는 공시, 

(3) 기간 내의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공시의 

내용으로서는 시장리스크, 자금조달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보험리스크 등

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주, 채권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주기적

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반기별로 공시하되 일반적으로는 

분기별 공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2)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공시 현황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

정 제4장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항 및 영 제16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1) 사업의 내용(제조·서비

스업 및 금융업으로 구분한다.), (2)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주요 사항 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변경상황,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등)로 법령이 정하는 정기공

시와 수시공시 의무가 있다. 금융업 관련 법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에 따르

면 정기경영공시시 (1) 조직 및 인력, (2) 재무 및 손익, (3) 자금 조달 및 운용, 

(4)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 (5) 제재 및 적기시정조치 사항, (6) 연

중 수시공시 내용, (7)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수시경영공시는 공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공시하되 공시 전에 그 내

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시경영공시는 부실여신·금융사고·

123) 1999년 6월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G-10 중앙은행 국제금융시스템위원회
(CGF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후원하는 합
동실무작업반(FisherⅡ working group)이 설립되었고, 작업반은 2001년 4월에 금
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부분의 공시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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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손실, 재무구조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

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정기경영공시 및 수시

경영공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

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공시의무

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임원에 대한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표 Ⅴ-23> 금융업권별 공시 규정 및 내용

금융회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시 내용

은행
∙ 은행법 제51조 
∙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 일반현황
∙ 경영실적
∙ 재무상황
∙ 리스크관리 등

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법 제33조 
∙ 시행령 제36조
∙ 증권의 발행 및 고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회사의 개황
∙ 영업실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예탁재산의 현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24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 일반현황
∙ 경영실적
∙ 재무상황
∙ 경영지표
∙ 위험관리 등

은행은 ｢은행법｣ 제51조에 따라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서 경영공시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경영공시에서는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리스크관리 



사전적 보호제도 개선방안 159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리스크 공시의 경우 경영환경의 예기치 못한 변화

나 내부관리시스템의 하자가 손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을 양적 또는 질적

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조직, 관리체계, 관리절차를 공시하여야 

한다. 리스크 공시에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종류별로 개

념, 관리방법, 관리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3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영업실적, 재무

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전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증권의 발행 및 고시 등에 관

한 규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

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에서 영업보고

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기경영공시에서는 회사의 

개황, 영업실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

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예탁재산의 현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리스크 공시의 경우 증권회

사는 리스크의 개념, 관리조직, 관리체계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

야 하며,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로 분류하여 리스크별

로 개념 및 관리 방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영공시기준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각각의 통일공시기준 및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정기경영공시에서는 일반

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위험관리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

히, 리스크 공시의 경우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조직 및 관리체계의 개요를 공시

하고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영리

스크에 대해 각 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금융기관은 개별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소속 협회를 통해서 일괄적으

로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별로 경영공시와 

상품공시를 하지 않고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각 은행의 경



160 정책보고서 2011-1

영상황, 주요 재무현황, 주요 금융상품을 공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에도 회사별로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

회의 통합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금융투자회사와 펀드의 운용실

적을 공시하고 회사별·펀드별 비교 공시도 실행하고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펀드평가회사가 소비자의 투자스타일, 재무상황에 맞도록 펀드 선택을 위한 평

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별 보험회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위험관리, 보험상

품 등을 공시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서도 보험회사 경영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홈페이지를 통

해 변액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품정보를 공시하

고 있으며 판매채널별로 상품비교를 위한 정보도 공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는 장기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상품비교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와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자료

실에서 금융기관의 경영현황과 관련한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시하고 있

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통

해 공시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보험회

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경영실적 통계치와 위험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시하

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금융기관의 경영공시와 함께 금융권

역별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정보를 링크방식으로 통합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

원의 부속사이트인 금융통계시스템을 통해서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

사, 집합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주요 

경영지표 등에 대한 경영공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부속사이트인 퇴직

연금 종합안내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의 

금융상품 섹션에서는 은행(여수신 금리, 수수료율), 증권회사(위탁매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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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예탁금이용료율), 자산운용회사(기준가격 및 등락률, 실현수익률), 생명보험

회사(상품비교·공시), 손해보험회사(장기손해보험 비교공시, 자동차보험 가격

산출시스템, 자동차보험료), 연금(연금신탁, 퇴직신탁, 퇴직보험, 연금보험) 등

에 대해 비교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협회 홈페이지를 링

크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Ⅴ-24> 금융업권별 유관기관의 공시 현황

금융업권 유관기관 공시 내용

은행업
전국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 경영실적 및 위험분석 공시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협회링크)

금융투자업

금융투자협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펀드평가회사

∙ 경영공시 및 펀드실적 공시
∙ 경영실적 및 위험분석 공시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협회링크)
∙ 펀드실적 공시

보험업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
∙ 경영공시(재무제표)
∙ 경영실적 및 위험분석 공시
∙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협회링크)

나. 문제점

1) 경영공시의 회사별 비교 곤란

금융기관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업권별 규제체계와 규제수준에는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업권별 특성이 존재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업권별 경영현황을 비교할 필요성은 낮으나 금융상품 선택 시 해

당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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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내에서 회사별 비교의 필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경영공

시와 관련하여 업권 내에서 회사별 경영현황, 리스크관리, 재무건전성 등의 비

교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회사별 경영공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별 경영지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

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실에서 주기적으로 금융기관 전체의 실적 및 리스크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별회사에 대한 상세정보가 아니어서 

구매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일일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

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회사별 

재무건전성, 경영성과 등을 비교할 때 어느 항목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공식적인 통로에서 회사별 경영공시 내용을 나

열하는 방식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경영공시 

방식은 건전성감독의 목적은 충족할지 모르나 소비자보호의 목적을 충족하는 

데에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리스크 공시정보의 미흡

경영공시에서는 국제적 트렌드로 볼 때 재무건전성을 판가름하는 핵심 정보

로서 역할하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공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경영통일공

시에 포함된 리스크 공시는 양적·질적으로 내용이 미흡하며 정보의 유용성 측

면에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의 경우 자산에 대

한 리스크 공시 정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책임준비금 등 부채에 대한 공

시 정보는 빈약한 상황이다. 또한 재무정보가 서식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질

적 정보가 부족하며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미래지향적 공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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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비교공시의 실효성 취약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산재해 있어 소비자가 일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기 곤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정보가 없어 회사별로 나

열된 상품정보를 비교·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권역별로 협회에서 금융

상품 비교를 위한 정보를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서 각 협회 홈페이

지를 링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롭고 종합적인 비교

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금융권역별로 유사한 금융상품이 존재하여 금융권역 

내에서 상품별 비교뿐만 아니라 권역별 유사 금융상품의 비교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공시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대한 분석자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비교정보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 해외사례

본 절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시와 관련된 제도의 흐름을 고찰하고 현재 우

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별로 금융

체계가 상이하여 공시체계 구축에 있어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국가가 처한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제도를 변

화시키고 있는 바, 이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1) 미국 

일찍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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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K, Form 8-K 등에 따라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이 경영공시

를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Form 10-K는 기업이 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

서의 정형화된 양식이며, 여기에는 사업내용,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 경영자의 견해와 분석, 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수시공시와 관련된 임

시보고서의 경우 미국 기업은 Form 8-K, 외국 기업은 Form 6-K를 통해 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한편, ｢진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에서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업자

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진실저축법(Truth in Saving Act)｣은 예금금융

기관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진실대출법｣은 여신업자가 금융비용, 연이

율 등 중요 계약조건을 명백하고 눈에 잘 띄도록 표의 형태로 공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진실대출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연이율, 수수료 부과 내용, 일

시불 결제유예기간, 대출잔액 계산방법,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공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진실저축법｣은 예금금융기관이 연수익률, 이율결정방식, 부리 및 

이자지급 빈도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별도로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모델법(Model Act)｣124)

을 제정하였는데, 각 주가 이를 채택하면 보험회사가 그에 맞추어 경영공시를 

이행하며, 보험감독청이 상품비교공시를 이행하고 있다. ｢모델법｣을 채택한 주

에서 보험회사는 당해 연도중의 원수보험료가 25만 달러 미만이고 당해 연도 

말 보험계약자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5

개월 이내에 독립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뉴욕 주 , 캘리

포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권원보험, 장기간병보

험, 메디케어보험 등의 종목에 한정하여 보험감독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

한 가격 공시기준은 SEC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보험감독당국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별 비교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

124) 주별로 다른 감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에 
의해 ｢모델법(Model Act)｣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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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은 ｢회사법｣에서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

정하고 있으며, 일찍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공시와 관련된 회계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금융지주회사체제가 대부분이므로 금융권역

별 공시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SMA2000: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에 의해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이 일괄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과 규제를 수

행하고 있다. FSA는 FSMA2000에 의거하여 작성한 ‘Rule’과 ‘Guidance’를 모아 

작성한 ｢FSA 핸드북｣에 기초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규제·감독하고 있다. FSA는 

건전성감독, 영업행위규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

히, ｢FSA 핸드북｣의 영업행위규제기준(Business Standard)에서 금융서비스업자

의 상품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업자의 공시와 관련된 ｢FSA 핸드북｣의 영업행위규제기준에 명시

된 규제는 COB(Conduct of Business)와 ICOB(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로 구성된다. COB는 일반 금융업자와 투자형생명보험계약을 영위하는 보험사

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업규범이다. COB의 주요 내용은 광고규제, 

고객 숙지 의무 및 적합성 원칙, 전화·방문 판매에 대한 설명 등 규제, 상품정

보공시 및 설명의무제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제도, 금융옴브즈맨제도 안내 등

이다. COB6에는 상품공시 및 취소 혹은 철회(product disclosure and the 

customer's right to cancel or withdraw)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서

비스업자는 자신 또는 대리인의 신원, FSA의 인가를 받고 양극화규정

(polarization rule)125)에 따른 지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125) 투자자문을 수반하는 상품(투자신탁, 저축보험, 종신보험 등)에 대해 판매가 가
능한 채널 중 회사 대리인인지 아니면 독립중개인인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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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B는 손해보험계약과 투자개념이 없는 순수보장성계약, 즉 비투자보험계

약의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행위규제이다. ICOB는 보험회사, 보험상품 권

유과정을 뺀 판매자, 로이드대리점을 대상으로 상품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

요 내용은 금융상품 촉진활동, 광고 및 판매 표준, 상품공시, 계약취소조항, 보

험금청구에 대한 처리 등이다. ICOB5는 상품공시(product disclosure)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판매자는 보험상품 및 순수보장성 보험계약

을 판매할 때 계약체결 전 (1) 판매자의 지위에 관한 정보(status disclosure), (2) 

고객의 수요와 니드에 관한 정보(statement of demand and needs), (3) 계약 개

요(policy summary), (4) 기타 정보(보험료에 관한 문서, 기타 EU 지침에 의거하

여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의 지위에 관한 정보로는 판매자의 성명 및 주소, 판매자의 법적 지위, 

보험판매자와 보험회사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판매자가 직간접을 불문

하고 보험회사의 의결권 또는 자본금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보험상품의 제공에 관하여 보험판매자가 공정한 시장분석에 기초하여 해당 상

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보험판매자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이 

어떤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개요에 있어서는 보험사업자의 명칭, 보험종류 및 담보조

건, 당해 보험상품의 중요한 특성 및 급부내용, 중요 면책 및 제한 사항, 보험계

약기간, 계약철회권의 유무 및 계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의 그 내용,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을 기재한 문서에는 판매한 상품에 대

한 보험료, 보험기간 1년 초과계약의 납입보험료의 담보내역, 보험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경비, 세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계약자는 청약철회권(cooling off)이 있기 때문에 ICOB에서는 보험판매자

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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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호주에서는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규제지침서168(regulatory guide 168)을 

통해 모든 금융상품의 공시 관련 업무행위를 일원화하였다. 호주증권투자위원

회(ASIC)의 규제지침서168은 접촉단계에서 금융서비스지침서(FSG), 자문단계

에서 자문제공서(SA), 투자단계에서 상품제공서(PDS)로 구분하여 금융회사의 

정보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표 Ⅴ-25> 참조).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의 내

용과 보험료, 수수료 등 회사 및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금융서비

스지침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상품설명서와 고객과의 면담과정부터 

합의사항까지 서면으로 정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 Ⅴ-25> 호주 금융회사의 상품공시 요건

제공해야 할 서류 해당기관 제공시점

금융서비스지침서
(Financial Service 

Guide)
∙ 금융서비스 제공자

∙ 고객과 처음 접촉 시 
∙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시
∙ 금융서비스 지침서에 변화가
  있을 때 기존고객에게

자문제공서
(Statement of Advice)

∙ 금융서비스 제공자 ∙ 자문서비스 시 혹은 직후

상품공시서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 상품개발자
∙ 금융서비스 제공자
∙ 상품 판매자

∙ 금융상품 자문 시
∙ 금융상품 발행제의 시
∙ 금융상품 판매제의 시

자료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규제지침서168(Regulatory Guide 168), 
Disclosure : Product Disclosure Statements(and other disclosure obligtations), 6 September 
2010.

이렇게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단일공시기

준이 마련되어 금융상품 간 비교가 용이해지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에 대하

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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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이전에 비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절차가 많아져서 금융회사

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편도 증가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TM을 통

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소비자가 간단히 전화를 통해 가입절차

가 완료되었으나 강화된 공시기준에 따라 공시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4) 캐나다

캐나다는 2001년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면서 금융상품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공시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미국과 같이 보험

은 주정부에서, 증권규제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가 

산재해 있었다. 2001년 이후에는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규율하

는 개별업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각 금융회사는 업권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를 이행하고 있다. ｢은행법(the Bank Act)｣, ｢보험회사법

(the Insurance Companies Act)｣, ｢신탁·대출회사법(the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상호신용조합법(the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등에 의해 각 금융업권에 속한 회사는 재무보고서 및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시

하고 있다. ｢은행법｣의 경우 공시 및 민원처리를 위한 절차, 고지, 광고, 계좌개

설 시 요구 공시사항, 수수료 변경안내, 대출비용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

정을 담고 있다. ｢보험회사법｣은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관련 정보와 대출업무

와 관련된 대출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감독당국인 

OSFI(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에서 경영공시와 관

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대부

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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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

융상품판매업자 및 대금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조건 등을 설명하고 

주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의미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란 은행, 증권, 보험회사는 물론 중개업자, 대리업자 등

까지 포함한다. 또한 동 법에서는 예금 및 적금, 투자신탁, 금전신탁, 주식, 사채, 

보험 및 공제, 저당증권, 상품펀드, 금융파생상품, 유가증권옵션거래 등 거의 대

부분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동 법률에 명시된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주요 설명사항으로는 (1) 금융상품의 

가격, 금리, 상장 및 기타 시장지표의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관련 지표, (2) 판매업자 등의 업무·재산상황 변동으로 원금손

실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해당 판매업자, (3) 상품판매에 있어 고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규상 사유로 원금손실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그 취지 및 해당사유, (4)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기간제한, 계약 해제 및 해

제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있다. 대금업자는 이율(이자 및 수수료, 비용 포함), 변

제방식, 변제기간 또는 변제횟수 등을 영업소나 사무소 등 고객이 잘 보이는 장

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감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금융·증권정보코너를 마련하여 각

종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적 지식(특징, 거래조건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항

은 각 금융회사에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본의 전국은행협회는 전국 54

개소에 은행종합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은행거래와 관련한 민원상담, 

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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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재무건전성 감독 목적의 경영공시는 권역별로 분리되어 규정된 현행 체제를 

유지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업

권에 속하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의 금융상품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상품공시가 권역별로 분리되어 규정된 현행 법체계로는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높은 상품공시는 

금융 권역별로 분리되어 규정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권역별 금융회사의 부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함으로

써 소비자보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회

사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금융회사는 금융서

비스의 내용과 보험료, 수수료 등 회사 및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금융서비스지침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상품설명서와 고객과의 면담과정부

터 합의사항까지 서면으로 정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

자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

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부담이 증가될 수 있

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영공시의 개선

경영공시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공식적인 통로에서 회사별 경영 관련 내용을 나

열하는 방식으로는 건전성감독의 목적을 충족할지 모르나 소비자보호의 목적

을 충족하는 데에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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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감독기관에서는 단순히 법률상 명시된 정보를 취합하여 공시하는 수준에서 나

아가 회사별 비교·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

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영공시의 필수 항목 중 리스크 공시가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핵심

이므로 리스크 공시의 질적·양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

이 단순히 경영통일공시의 일환으로 리스크 공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통일공시기준과 사업보고서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다만, 리스크 공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금융회

사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들의 표준모형

과 내부모형 도입 수준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리스크 공시 체계를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상품공시 개선

상품공시의 경우 금융권역별로 협회에서 금융상품 비교를 위한 정보를 공시

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서 각 협회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수준에 머무르

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하는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

장에서는 상품별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준화된 비교 평가기준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펀드, 신탁, 변액보험 등은 투자형 금융상품이라

는 유사점이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손익 프로파일도 다를 수밖

에 없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하더

라도 소비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품이 가장 적합한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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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표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표준적인 평가기준은 각 금융

상품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

가 얻는 혜택, 소비자 부담(보험료)의 적정성, 계약 및 해지 방법 등을 평가기준

으로 할 필요가 있다. 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위험회피 수준에 따라 투

자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률과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조정성과를 반드

시 평가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출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미래 재정계획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리 결정방법, 상환조건 및 만기갱신 조건 등

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고객정보 보호

가. 현황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체계

20세기 후반에 들어 컴퓨터와 통신기기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류사회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변모하기

에 이르 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실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개인정

보에 대한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대량적 처리를 가능케 한 반면,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1973년 스웨덴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제

정하기에 이르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관

련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총괄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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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각기 이에 상응

하는 개별 개인정보 보호법률이 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공 및 행정분야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함)｣이 근간이 되며, 민간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이 주요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실

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의료법｣, ｢통신

비 보호법｣, ｢보험업법｣ 등 다수의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표 Ⅴ-26>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체계

분야 주요법률 관련법률 비밀준수규정

공공
행정

헌

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법률
∙통계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외국환거래법
∙공증인법
∙은행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직업안정법
∙공인중개사법
∙형법제317조

정보
통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금융
신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료
보건의료기본
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0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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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률

현재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및 그 하위 법규인 감독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더하여 금융거래

가 점차 전자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도 금융거래에 대한 주요 개인정보보호법률로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금융거래 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었으

나, 동 법은 주로 지급거래와 관련된 전자적 방식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개

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에게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상호 간에 제공이 가능하고 영업상의 목적으로 이용

하게 할 수 있다(제48조의2 제1항).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투자매매

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총액정보 등을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제48조의2 제2항). 

이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기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를 주목적으로 하고 비 보장 규정은 보조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인 바, 동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제공 시의 

동의수령과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신용정

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과 개인정보의 

관리·파기에 관한 사항 및 분쟁조정·손해배상책임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으로서의 역

할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이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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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동의를 수령토록 함으

로써 금융기관의 오·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동 법들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

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실명법｣
과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용정보법｣은 그 수집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주체가 필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23

조). 또한 동 법들은 사상·신념, 건강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현저히 큰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 또는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처리기관에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35조). 또한 개인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

보를 수집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

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전(移轉)과 관련하여서

는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

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가 면제되고 있다. 영업의 양

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은 동

의를 면제하고 있으나(법 제32조 제4항 제3호),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이

전하려는 사실과 이전받는 자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26조 제1항).

또한, 동 법률들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청구권 부여, 금융회사의 안전조

치의무 부과, 그리고 손해배상책임과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

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동 법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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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

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

리기관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처리기관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

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해당 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조정결정을 수락

할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38조).

3)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추진

현재 개인정보법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공공기

관법의 대체법안으로서 행안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

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추진은,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

하에서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행위를 규제

할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 최근 크고 작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동 법안은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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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27>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구성 체계

구    성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자료제출 요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제한, 동의를 받는 방법,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등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의 신청, 처리기간, 조정 전 합의권고, 집단분쟁조정 등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8장 보칙 적용제외, 금지행위, 비 유지,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제9장 벌칙, 부칙 벌칙, 과태료,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나. 문제점

금융고객정보의 처리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

은 금융소비자가 자기정보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은 (1) 수집에 대한 동의, 

(2)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3)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등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은 금

융소비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

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오·남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더불어 금융제도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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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을 위한 금융고객정보의 활용도 종국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들에 기초해서 금융고객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개인정보법 제정에 따른 적용법규의 다기화 심화

현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의 종류 및 영업형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는 기본적으로 금융실명법이 적용되고, 여신정

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들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126).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전체 보험정보에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정책 및 감독당국)하고 

있다127). 한편,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계약체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고 하겠

다128). ｢신용정보법(금융실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취지상 ｢정보통신망법｣이 ｢신용

정보법｣의 특별법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

문이다129). 그러나 금융기관이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금융거래(온라인 거래)와 

정보통신망 밖에서의 금융거래(오프라인 거래)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

의 구별이 매우 모호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두 법의 준수사항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126) 이상환(2007), pp.79-80.

12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표준사업방법서에서도 보험계약내용의 교환을 위
해 신용정보법에 근거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28)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제2조 제3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고 있다.

129) 정성구(2007),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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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된다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금융실명법｣
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그 중첩성

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안)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전부 적용 배제하는 것이라고 즉, ｢신용

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

보보호법｣(안)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규정이 있으나,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

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개인정

보 법률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안) 

등으로 다기화될 경우,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른 적용법규의 혼재, 개인정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 및 관리의 비효율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성 있

는 정책추진이 곤란해질 것이다.

2) 동의 수령 방식의 추상성 및 포괄성

금융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고객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수령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 수령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 현실에서는 동의 수령에 관한 문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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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의도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로부

터의 1차적 수집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도, 실무

상, 동일 고객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 목적 외 사용동의, 조회동의 

등을 분리하지 않고 한 장의 서류에 묶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신용정보법｣은 그 이용목적도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여기서 ‘상거래’의 정의가 포괄적이라

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설정 및 유지’의 개념 해석에 있어 장래의 고객이 될 가

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마케팅 목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설정’에 해당되

는지, 그리고 기존의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언제나 ‘유지’에 해당되는지 등

에 관하여 불분명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130).

3) 보험고객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장치 미흡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제도 본연의 역할 및 그 공공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

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

대칭성의 해소와 금융소비자의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금융고객정보의 공동이

용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선택 방지는 일부 소비자의 비도덕적 행위

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환원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있어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여신거래에 

한정되며, 동 여신거래는 신용정보제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역선택의 위험이 낮으며, 그나마 거래처 규

제, 세금우대저축 등의 제도운영은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수행

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는 여신정보를 제외하고는 ｢금융실명법｣의 적

130) 정성구(2006),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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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고 있으며, 동 법상의 동의 예외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융실명법｣은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

관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제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Ⅴ-28> 참조).

<표 Ⅴ-28> 금융기관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범위

① 은행의 공동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량거래처 규제, 거래정지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무통장입금, 계좌송금(타행송금 포함) 등과 관련한 오류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세금우대저축 등과 관련한 위규·중복계좌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협약 등에 의하여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

하는 자나 거래자 간의 금융자산 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전국은행연합회, 금융
결제원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⑥ 부정수표 고발장 작성을 위하여 수표 지급은행이 수표제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팩스·전문 등에 의한 요청을 받고 수표제시인의 성명, 실명번호, 주소 등 제공 
가능

⑦ 어음할인 등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발행인에 대한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인적사항, 주소 등) 제공 요청 시

     - 팩스 등에 의한 서면요청을 받고 제공가능(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서면요청 생략가능)

⑧ 금융기관 간 공동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
⑨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게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FAX 등에 의한 

서면요청에 한함.)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08), p.50.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사후에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심하여 역선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여타의 금융산업보다 정보의 공동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험산업에 있어 공동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

여 비생산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상 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게 보험고객정보의 체계적 통합·집적 및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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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

한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에서 보험료가 제외되

었다는 이유로 보험고객정보가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

라 사실상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다. 해외사례

1) 미국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체계13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에 의하

여 획일적으로 규제되는 대신, 각 분야에서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

는 개별법주의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

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공공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는 금융, 전자통신 등 각 분야별

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별법적 접근과 대응

이 용이한 반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해당 분야의 관련업계나 이익단체의 영향

을 받기 쉬운 단점이 존재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정

부의 입법·집행·평가에 기반을 두되 이러한 기능들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수

행되는 ‘자율규제’적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유도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삼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

계를 특성별·부문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Ⅴ-29>와 같다. 

131) 본 항목은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고려대 산학협력단, 2009.6)’을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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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9>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구분 보호대상 주요 법률  

기본법 공공부문 ∙ Privacy Act of 1974

개별법

공공부문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74
∙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 E-government Act of 2002

금융부문 

∙ Gramm-Leach-Bliley Act(1999)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
∙ Identity Theft Red Flags and Address Discrepancies Under 

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Final 
Rule

통신부문 

∙ Cable Communication Policy Act(1984)
∙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1986)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1994)
∙ Telecommunication Act(1996)
∙ Telephone Records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6

의료정보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3

전자서명 
∙ 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of 2000

기반시설
보호 

∙ Computer Fraud and Abuse Act(1986)
∙ Former Vice President Protection Act of 2008

기타 
∙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1994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 pp.28-29.

나)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주요 내용

① ｢금융산업현대화법｣
｢금융산업현대화법｣으로 알려진 ｢GLB법(Gramm-Leach-Bliley Act)｣은 1999

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새로 

구축되는 대형금융시장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이 서로 다른 관련 회사

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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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동 법에는 모든 금융기관

이 고객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이를 고객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험 관련 거래와 관련해서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및 의료비보험을 포괄하는 가계종합보험 

등에 있어서 계약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132). 동 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표 Ⅴ-30>과 같다.

<표 Ⅴ-30> ｢GLB법｣상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주요 조항 

① 제501조: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보호  
     - 보험회사는 고객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고객정보의 비 과 안정성을 보호할 

고객프라이버시방침을 정함.
② 제502조: 개인정보공시와 관련된 의무 
     -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한 또한 설명되어야 함.
     - 보험회사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보험회사는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접속코드를 고지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③ 제503조: 고객프라이버시방침의 통지  
     - 보험회사는 고객프라이버시방침을 첫 거래를 맺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② ｢공정신용거래법｣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대출 여부 및 금액, 이자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 및 신용평점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비자 신용정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신용보고법(FCRA: Fair 

Credit Reporting Act)｣의 개정 법률로 ｢공정신용거래법(FACTA: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이 2003년에 제정되었다. 

FACTA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신용정보에의 접근권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회사 Equitax, Experian, TransUnion으로부터 누

132) 김선정(2003).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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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매년 1회씩 무료로 신용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3대 신용정보회사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협조하에 

연간신용보고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법적으로 유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조사식 신용보고서(CR)133)의 작성 시 보고서가 소비자의 성격, 평판 등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해당 소비자에게 명백하고 

정확하게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NAIC 모델법｣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보험산업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활발

히 논의되었으며, 1977년 프라이버시보호연구위원회(PPSC: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산업별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과 PPSC의 연구결과가 근간이 되어 보험감독자협의회

(NAIC)에 의해 ｢NAIC 표준 보험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The NAIC 

Standard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이하 ｢NAIC

보험정보모델법｣이라 함)｣이 1979년 채택되었고, 이후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에 걸쳐 수정된 후 1982년에 완성되었다134). 

｢NAIC보험정보모델법｣의 목적은 서문(preamble)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insurance institution), 모집조직(agents), 또는 보험지원조직

(insurance supporting organization)에 의해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집중되는 정

보의 수집, 사용, 공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상기 조직들의 보험영업

상 정보필요성과 일반대중의 보험정보 활용실태상의 투명성 요구(과도한 침범

133) 조사식 CR(investigate consumer report)는 소비자의 성격,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친구,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 자, 또는 소
비자가 알고 있거나 동 항목의 정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 등과의 개인적 면담
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이다(강경훈·남재현 2009).

134) 김성태(2007).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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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화 포함)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셋째, 정보주체인 자연인이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정

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메커니즘을 

설정한다. 넷째,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다섯째, 보

험계약의 청약자나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인수를 거부당하는 등 차별적 취급을 

당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한편, ｢NAIC보험정보모델법｣은 그 적용대상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질병보

험,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모집조직 또는 보험지원조직으로 하고 있는

데, 보험인수시 개인정보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5개 조항이다.

<표 Ⅴ-31> ｢NAIC보험정보모델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조항

① 제4조: 보험정보관행(insurance information practice)의 통보
     - 보험회사 또는 모집조직은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청약자 또는 계약자에게 

정보관행을 통보하여야 함 .
② 제8조: 개인정보기록에의 접근(Access to Recorded Personal Information) 
     - 어떤 개인이 신분확인과정을 거쳐 보험사, 모집조직, 또는 보험지원조직에 자신

이 작성한 개인정보기록에 관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하면, 보험회사, 모집조직 또
는 보험지원조직은 요청접수일로부터 영업 30일 내에 개인정보 내용을 알려줘
야 함.

③ 제9조: 개인정보기록의 수정, 정정 또는 삭제 
     - 정보의 수정, 정정 또는 삭제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④ 제10조: 인수거부(Adverse underwriting decisions)의 사유 
     - 보험회사 또는 모집조직은 불리한 위험 인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청약자나 

계약자 등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유를 제시하거나, 혹은 문서로 요청할 경
우 해당 사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⑤ 제13조: 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및 공개조건 
     - 개인정보를 정보공개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서면동

의를 요구함.
     - 그러나 동 조에서 ‘제3자가 보험거래와 관련된 범법행위, 사기, 자료오기 또는 

자료누락의 적발 및 방지의 목적으로 정보공개주체인 보험회사, 모집조직, 보험
지원조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예외규정
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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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의 법률체계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없었고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으로서 

1988년 제정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계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할
부판매법｣(1961년)과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3년), 취업소개사업에 

있어서의 구직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취업안정법｣과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정

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등

이 분야별 개별 입법으로 마련되어 있었다135).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이후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통해 2003년 5월 23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개 법률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5월 30일 공포(2005년 4월 

시행)되었다. 이들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법제상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그리고 제8조에

서는 지방공공단체 등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을 근거

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금

융청에서는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무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135) 한국전산원(2004),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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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개별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

여 운영 중에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기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하

여 살펴보면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서 금융기관은 개인이 합리적으

로 예상할 수 있는 이용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그 예로서 예금, 여

신판단 및 관리, 보험금 지급, 제휴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권유, 제

휴사의 보험모집 등으로 그 이용목적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처리지침은 보

험계약 청약 시 인수심사·부대서비스 제공·상품 및 서비스 안내, 보험계약 유

지관리,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고조사·보험금지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편, 보건의료정보 등 민감(sensitive)정보136)의 취득·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집이 가능하다(가이

드라인 제6조). 또한 동 법은 특정한 이용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취득·이

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등137)으로 한정하고 있다.

136) 정치적 견해, 종교, 사상 및 신조, 노동조합 가맹, 인종, 민족, 문벌, 본적지, 보건
의료 및 성생활, 범죄력에 관한 정보 등이다.

137) ①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②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에 정한 사무수행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수령에 의해 해당 사무수행에 지장
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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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2>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의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개인데이터
검색가능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구성하는 정보이며, 컴퓨터정보
뿐만 아니라, 매뉴얼 정보도 포함됨.

보유
개인정보

개인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시, 정정 등의 
권한을 가진 개인데이터로 되어 있음.

개인정보
취급자업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로서 
정부·공공단체 등과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5천 건 이상을 초과
하는 자

사업자
의무

∙ 목적외 이용에는 본인 동의 필요(제16조)

∙ 부정취득 금지(제17조)

∙ 안전관리조치 마련(제20조)

∙ 제3자 제공시 본인 동의 필요(제23조), 다만 법령에 기초한 경우는 예외

∙ 본인이 동의한 방법으로 공시(제25조)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법 제23조 제1항)하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제공을 받은 제3자의 정보이용 목적,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내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본인의 사전 동

의를 수령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13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가

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2가지 예외

를 규정하고 있다. 그 첫째로,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이 가능한 사유의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이다(법 제23조 제1항 및 가이드라인 제13조 제1항). 두 

번째로는, 특정사항138)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일종의 옵트아웃(opt-out)제도), 

138) ① 제3자 제공을 이용목적으로 할 것(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이용목적)

②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
③ 제3자 제공수단 또는 방법
④ 본인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정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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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창구 등에 상시 게시·비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온라인으로 제공, 

서적으로 출판 등 시간적으로나 수단에 있어서나 본인이 알려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조치할 경우이다(법 제23조 제2항).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살펴보

면, 개인정보를 특정인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이용자를 제3자로 취

급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법 제23조 제4항 제3

호 및 가이드라인 제13조 제6항). 다만, 이 경우 이용취지, 데이터항목, 공동이

용자의 범위, 이용목적, 해당 정보의 관리·책임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본인에

게 통지하거나(옵트아웃과 무관)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공표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 처리지침은 보험사기예방·적발 등을 위한 정보의 

공동이용제도(정보등록제도139), 정보교환제도140))는 본인의 동의가 불필요하

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이와 별도로 본인의 동의수령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라. 규제 개선방안

1)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체계적 정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때마다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제정해왔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간에 규제의 차

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차이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기보

다는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을 망라

한 표준규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금융기업의 

139) 정보등록제도: 소정의 보험계약사항을 협회에 등록해 가맹회사의 조회를 받아 협
회가 중복계약 등의 유무·내용을 회답하는 제도

140) 정보교환제도: 보험계약자의 신고내용의 정부(正否)확인 등을 목적으로 손해보험
회사 등 사이에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사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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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나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각기 중첩적용되는 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동의수령규정 등 개인정

보 보호규정은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

당 산업의 특성상 특별한 예외 규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한적으로나마 그 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고객정보를 처

리함에 있어 그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인해 불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 일본의 경우처럼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고객정보 보호에 관

한 적용법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정·시행될 경우에는 

동 법안을 표준으로 삼고, 여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은 모두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이에 더불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그 동안 총괄적인 기본법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를 무단히 넓혀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 바, 향후에는 본연의 분

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안)이 그 부칙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준용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에게 ｢금융실명법｣
이나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상호 간에 제공이 가능하고 영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 

바(제48조의2 제1항), 이 역시 기업과 소비자를 혼란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동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으로 알고 있으나, 기업 간의 규제 형평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향후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다 엄 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의 자회

사인 두 금융회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모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이냐의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영업에의 활용에 차이를 두는 것

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일반회사의 자회사 간에 소비

자보호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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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고객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그리고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

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보험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동의 예외 조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여타의 금융계약과는 달리 사전에 계약상의 이해관계자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의 지급

이 사후의 불확실한 사건에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수령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험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고객정보의 공동이용근거를 마련하는 첫 번째의 방법은, ｢신용정보법｣
상에 보험산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

해 보험업계 내부에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

험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상에 예외규정도 함께 규정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일관성과 일반 대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보험산업뿐 아니라 은행,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

사,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바, 특정 산업에 대해서

만 적용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의 기본취

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공동이용근거 마련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보험고객정보는 보험계약의 특성

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보험업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내에 보험 관련 개인정보의 활용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동 규정이 다른 법률보다 보험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는 ｢보험업법｣이 타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법 배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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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소비자교육

가. 현황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상품들이 복잡해지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생애에 대한 재무적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역량이

란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을 포함한 현명한 재무적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수단 등을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OECD(2005)는 금융교육을 정보, 지도, 객관적인 

조언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개념과 위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

고,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재무결

정을 내릴 수 있고, 금융 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

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141).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금

융교육은 정보제공, 지도, 조언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

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취약계층 금융교육 등과 여

러 민간단체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교육기관 간 상호협조의 필요와 교육내용의 실용성 측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되고 있다.

1) 법률 체계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9409호)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

141) OEC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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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

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

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의 기본

원칙, 국가의 임무, 경제교육의 핵심개념, 경제교육인력 양성, 경제교육 주관기

관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142). 

경제교육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교습 능

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교육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정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에 동 법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학교 금융교육

현재 우리나라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은 <표 Ⅴ-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된 체계 하에 교육이 진행되기보다는 각 과목에서 단편적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 초·중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금융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만을 다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금융교육 내용이 선택과목에 포함되

어 있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습득하기 어려

운 상태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년별 금융교육 관련 표준 학습내용도 없는 실

정이다.

142) ｢경제교육지원법｣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의 임무),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6조(경제교육 핵심 개념 등), 제7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9조(지역경제교
육센터의 지정·운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조
(지원된 예상의 반환), 제13조(지정취소 등)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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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3> 학교 금융교육 내용

학교 학년 과 목 내  용

초등
학교

1 바른생활 ∙ 여럿이 쓰는 물건 아껴 쓰기

2
바른생활 ∙ 아껴 쓰는 생활(용돈,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구분, 절약)

슬기로운 생활 ∙ 가게 놀이(시장, 유통, 돈, 매매)

3 도덕 ∙ 물건 아끼기(근검절약)

4 사회과탐구
∙ 소득, 지출의 의미 및 관리(가계부)
∙ 금융기관의 역할, 저축의 목적, 예금의 종류와 필요성
∙ 합리적 소비 및 신용관리

5
실과 ∙ 용돈관리(용돈 계획, 용돈기입장, 금융기관 이용하기)

도덕 ∙ 절제하는 생활, 공익과 사익의 조화

6 실과 ∙ 지출 및 구매 계획(용돈기입장)

중등
학교

1 기술, 가정 ∙ 구매 의사결정

2
사회 ∙ 휴면 예금

도덕 ∙ 근검절약, 지출 계획 세우기

3 사회
∙ 화폐의 변천과 기능, 저축 
∙ 물물교환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고등
학교

1

사회
∙ 저축, 화폐
∙ 금융상품, 신용불량

기술, 가정
∙ 소비문화
∙ 생활설계(예산, 저축, 투자, 보험 등 자금관리)

선택

경제

∙ 소득, 저축, 자산, 이자율(신용카드 남용과 소비자 신용
위기, 가계 금융부채 급증, 가계의 저축 수단, 라이프사
이클)

∙ 금융정책(통화량, 공개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이자율 
결정)

생활경제

∙ 가계 계획과 저축(소득, 신용, 신용카드, 생활설계), 화
폐가치

∙ 합리적인 투자와 자산관리(금융, 실물자산 관리, 거래와 
계약)

법과 사회 ∙ 보증 종류별로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가정과학
∙ 가계 예산과 지출, 금융기관
∙ 신용, 보험, 투자

주 : 천규승(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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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6월에는 금융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중·고교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에 대한 추진일정을 발표하였

다143). 추진일정에 따르면 9~10월 중에 세미나 개최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2월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로 연구보고회가 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강사를 교육신청기

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시범학교의 학생들이 금융감

독원,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현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과 대학생 금융특강도 제

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는 92,619명의 어린이·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585회의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횟수와 학생 수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19,359명, 111회 / 2007년: 

35,451명, 162회 / 2008년: 51,308명, 240회)144).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금융교육의 횟수와 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금융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2009년 5월에 ｢경제교육지원법｣145)이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7월

에 ｢경제교육활성화 대책｣146)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우

리나라 금융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

교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저축, 투자, 신용관리를 포함하는 금융부문 교육을 강화

하고, 체험교육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표 Ⅴ- 34> 참조).

143) 금융감독원(2010a)

144) 금융감독원(2010c)

145)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9409호)은 2009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5월 
7일에 시행되었다. 

146) 기획재정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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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4>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구분 정책대상 주요 경제교육 대책

광
의
의

평
생
경
제
교
육 

학
교

내

학
생

초등학생 ▸교과서 개정: 객관적 사실과 저자의 주장
  구분 서술, 개인금융 내용 신설

▸보조교재 활성화: ｢아하(Aha!)경제신문｣, 경제교
육종합포털, 한국경제 60년사 등 활용

▸경제수업시간 확대: 정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의 경제교육시간 확대

▸경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Best practice 개발 및 보급
 ·금융교육, 산업현장 체험, 창업교육 등 확대

중학생

고등학생

교
사

사회과목
예비교원

▸체험 경제교육 강화

사회과목
현직교사

▸체험 경제교육 강화
▸교육과정을 기초 및 심화 과정으로 재구성
▸중3·고1 사회교사 재교육 강화
▸다양한 경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학
교

학교

▸경제연구학교 지정확대 및 운영 내실화
  * (’10) 48→(’11) 96개교(1~2년간 운영, 연간 1천만 원 지원)
▸금융 교육 시범학교 지속적 확대
  * ’10년 222개교

학
교

밖
∧
협
의
의

평
생
경
제
교
육
∨

일
반
인

일반인
(협의)

▸주요 경제현안 교육 등 경제소양교육 확대
  (재정·세제, G20과 국격제고, 녹색성장 등)

맞춤형교육
희망자 ▸자산관리·재무계획 등 주제별 심화 경제교육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경제교육 등 강화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관리교육 강화
▸노년층: 자산관리교육 강화
▸새터민: 기초 경제교육과 취업교육 강화
▸소비피해자: 피해예방 및 합리적 소비교육 강화

취약계층

공
무
원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국정현안 및 일반 경제교육 강화
  * 위기극복 1년의 평가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10.1),
    최근의 주요 경제성과(’10.5)에 대한 특강 실시

자료 : 기획재정부(20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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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금융교육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 금융교육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실

시하고 있는 군장병 금융교육, 취약계층 금융교육 등이 있으며,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와 은행 등에서도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교육 제공 

기관들은 <표 Ⅴ-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금융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교재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들의 금융교육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한 금융교육종합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이 어린이·청소년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용

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2008년도 펀드 투자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0%가 투자자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23%가 

재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47). 투자자 교육을 받은 분야로는 

펀드 등 간접투자, 주식, 채권 등 직접투자, 노후 설계 방법, 목돈 마련을 위한 저

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나 손자/손녀가 있는 응답자의 약 32%가 자

녀에게 저축 또는 투자에 대해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9%가 자녀 경제 교

육 시 어려운 점으로 금융관련 지식의 부족을 들었다. 물론 이는 투자자 교육에 

국한된 조사결과이나, 위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정도가 낮

으며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을 위해서도 일반 성인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47) 본 조사는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65세 성인 남녀 중 가
계 금융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 참여권이 있는 사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총 2,5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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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5> 사회 금융교육 홈페이지

구분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소

정부
기관

금융감독원 재미있는 금융 길라잡이 http://edu.fss.or.kr/edu/main/index.jsp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http://kids.mosf.go.kr/

한국개발
연구원

Click 경제교육 http://click.kdi.re.kr/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교육 http://www.bokeducation.or.kr/

언론 
·금
융기
관

국민은행 KB그린 경제교실
http://money.kbstar.com/quics?asfilecode=50
23&_nextPage=page=YoungKB

중앙일보 TEENTEEN중앙 http://jjlife.joins.com/edu/teenteen/index.asp

금융
교육
기관
및 

협회 

대한상공
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하이경제 http://hi.korcham.net/

전국투자자
교육협의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http://www.kcie.or.kr/home/main/index.jsp

청소년금융
교육협의회

FQ청소년교육협의회 http://www.fq.or.kr/

한국경제
교육협회

한국경제교육협회 http://www.beacon.or.kr/

한국경제
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교육

http://www.keri.org/jsp/eco/index.jsp

한국투자자
보호재단

한국투자자보호재단 http://www.invedu.or.kr/main/main.jsp

FMBA
경영컨설팅

온라인경제캠프 MYFQ http://www.myfq.co.kr/

JA Korea
JA Korea - 

경제교육 전문 국제 NGO
http://www.jakorea.org/index.html

소비
자

단체

서울YMCA YMCA신용사회운동 http://www.ycredit.kr/

YWCA-한국
시티은행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http://think.ywca.or.kr/think_money/kor/ind
ex.asp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최현자(2010), pp.18-20.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 저

신용 서민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포털사이트(2009년 3월 개설)와 맞춤

형 서민금융교육을 들 수 있다. 서민전용 금융포털사이트(s119.fss.or.kr)는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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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대출 안내, 불법금융행위 제보,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안

내, 신용정보 무료조회,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자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제공한다148). 또한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과 

공동으로 서민 금융지원제도, 사금융 피해예방, 자산관리 전략, 신용관리 방법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 서울에

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맞춤형 서민금융교육에서는 약 2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

며,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최하며 대상 지역도 서울을 포함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까지 확대 실시하였다149). 특히 ｢경제교육활성화 대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활성화 대책｣은 학교 금융교육 이외에도 일반인 대

상 맞춤형 경제교육 강화 방안과 경제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자산관리, 재무관리 등 특정주제에 대한 심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이 대책은 다문화 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노년층, 새터민 등 취약계층별 경제교육을 실시계획을 담고 있으며, 표준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경제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도 포

함하고 있다. 

3) 보험교육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금융교육에서 보험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제

한적이며, 대부분 기초적인 위험관리 개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비중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보험 관련 교육은 더더욱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150). 또한 사회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금

148) 금융감독원(2009a)

149) 2010년 6월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11월에는 광주와 대전에서 실시되었다. 금융감
독원(2009b), 금융감독원(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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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교육 홈페이지를 살펴보더라도 보험 관련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

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사이트인 ｢금융 길라잡이｣를 예로 들면, 제공하고 있

는 금융생활카툰 중 보험에 대한 카툰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동

영상 강의나 애니메이션 자료의 경우에도 보험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표준강의 중 보험과 관련된 주제로는 어린이·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이해’와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가 있으며, 성인대상으로는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과 분쟁사례’ 등에서 보험을 

다루고 있다. 이밖에 다른 금융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자료

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를 설명하면서 보험이 언급되

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금이나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또는 실용적인 금융교육 

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며, 금융소비자들의 이러한 상품에 대한 지식 또한 낮은 

수준이다. 

<표 Ⅴ-36> ｢금융 길라잡이｣ 중 보험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금융생활카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기 방지 요령｣
∙ ｢보험사기 근절!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기꾼 표적되는 10대 운전자 유형｣
∙ ｢보험상품 선택 시 직접 비교체험｣등 

동영상강의 ∙ ｢알기쉬운 보험 이야기｣

애니메이션

∙ 어린이 대상: ｢다양한 금융기관｣
∙ 중학생 대상: ｢사이버금융교실｣,｢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의 이해｣
∙ 고등학생 대상: ｢사이버 금융교실 (돈쓸계획, 위험관리와 보험)｣,  

｢저축과 보험 활용하기｣
자료 : 금융감독원, 재미있는 금융길라잡이(http://edu.fss.or.kr/edu/main/index.jsp)

150) 초·중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 1학년 기
술, 가정과 생활설계 부분이나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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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일반 금융교육기관보다는 상대적

으로 깊이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가 접근하

기 용이하고 실용성을 갖춘 내용이 보완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는 

소비자마당이라는 이름하에 생명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원리, 역사 등을 소개하

고 있으며, 보험상담 코너, 보험가입조회 및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보험 관련 교재, 동영상 자료, 교육용 게임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보험·금융교육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손해보험협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담 코너, 교통안전가이드, ｢알기쉬운 보험 이야기｣
이라는 동영상 강의 등을 마련하고 있다.

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째,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 특히 금융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교육지원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경제교육 전

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힘

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금융협회와 관련 기관, 

금융교육기관들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로 간의 체계적 협조가 부

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2010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교육활성화 대책｣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앙, 민

간, 지방의 경제교육 기관별 역할분담과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서 논의한 금융교육 총괄 기관에 대한 법

적 근거의 미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학교교육의 경우 현재 초·중·고등교육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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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담당교사의 경제전문지식의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KDI 경제정보센터가 수도권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가 100점 만

점에 37.6점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교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또한｢경제교육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경제교사 중 경제 관련 과목을 2개 

이하로 이수한 경우가 중학교의 경우 47.1%, 고등학교의 경우 28.3%로 조사되

었다.

넷째, 대부분의 금융교육과 금융교육 관련 웹사이트는 주로 어린이 또는 청소

년 금융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

을 위한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교육대상에 따른 세분화된 교육은 부족한 상태

다. 이러한 문제는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실용성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인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감독원과 이지론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의 경우 

교육참가자들을 위하여 금융전문가와의 상담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상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한 금융교육의 경우 보험사기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만이 주류를 이루며, 금융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음에도 불

구하고 금융교육 제공 수준은 타 금융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다. 해외사례

1) 영국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 경제불황을 계기로 하여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금융감독청(FSA)의 주도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금융감독청은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 왔으며, 학교 금융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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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교육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였다. 금융감독청은 소비자들, 특히 유·청소년들의 금융역량 수준이 

낮으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금융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왔다. 금융감독청이 추진해 온 프로

그램은 학교, 유·청소년과 젊은 부모들(new parents)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직

장에서의 금융상담, 취약계층(hard-to-reach groups)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을 포

함한다. 

아울러 최근까지 금융감독청에서 금융소비자교육 전반을 주도하였으나, 

｢금융서비스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2010

년 4월에 설립된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라는 독립된 소

비자 금융교육조직이 금융소비자교육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CFEB는 

MoneymadeclearTM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소비자의 금융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의 재무관리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참고 

1> 참조).

학교 금융교육을 살펴보면 2000년 금융감독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금융교육기구인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가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 단체는 학년별 금융교육 표준안, 교육자료, 교

사들을 위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학교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pfeg

는 영국 내에 ‘the Learning Money Matters 계획’ 하에 중학교 금융교육을 지원

하기 위한 다섯 개의 지역 사무소를 설립했으며, ‘What Money Means’라는 초등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2011년까지 영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에서 제시한 영국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보험 관련 교육 지침을 살펴

보면 <표 Ⅴ-37>과 같은데,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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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7> 영국의 중등교육 교과과정에서의 위험관리 관련 교육 지침

기준 국가교육과정에서의 관련 요소 교육 결과

Stage 3
(11-14세) 

▶ 위험 관련
  ∙ 위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해함.
  ∙재무결정과 직업결정에서의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이해함. 

▶ 금융역량
  ∙ 위험을 평가, 부담, 관리
  ∙ 재무위험과 보상을 이해

▶ 범위와 내용(PSHE-EWBFC)
  ∙ 위험과 수익, 어떻게 돈이 저축, 투자, 

교환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킴. 

▶ 기능(수학)
  ∙ 비율과 비례의 적용
  ∙ 실험적, 이론적 확률

∙ 위험이 어떻게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지, 어떤 재무결정들이 위험
을 포함하는지 이해

∙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고, 위험수준과 
투입시간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 이해

∙ 재무결정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환경
이나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 

∙ 언제 보험이 필요하고 언제 그렇지 아
니한지 이해

∙ 긍정적, 부정적 위험을 포함하여 어떻
게 주식시장이 작동하는지 이해

∙ 저축계좌와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또
는 국제적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Stage 4
(14-16세)

▶ 위험 관련
  ∙ 위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해함. 
  ∙재무결정과 직업결정에서의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이해함. 

▶ 금융역량
  ∙ 위험을 평가, 부담, 관리 

▶ 범위와 내용(PSHE-EWBFC)
  ∙ 위험과 수익, 어떻게 돈이 저축, 투자, 

교환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킴. 

▶ 기능(수학)
  ∙ 확률과 위험에 대한 개념을 도박, 안

정성 이슈, 재무 서비스에 적용

∙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젊은이
들과 관련있는 보험 종류를 이해

∙ 위험수준에 따라 어떻게, 왜 이자율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
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 

∙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의 차이점과 구
매협정을 이해함. 

∙ 저축, 투자상품의 위험과 수익의 차이
를 이해

∙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무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

∙ 저축과 대출과 관련된 기초 위험/수익 
평가를 할 수 있음. 

∙ 재무위험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재무결정에서의 실패를 인지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도박과 관련된 위험과 수익에 대한 태
도를 분석함. 

주 : PSHE는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을 의미한다. 
자료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Guidance on Financial Capability in the 

Secondary Curriculum: Key stage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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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의 금융소비자 교육의 특징은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의 원활한 협조와 실

용적인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웹

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Jump$tart는 학교

금융교육의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20개 이상의 정부 부서와 정부기관들

의 장으로 구성된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151). 동 위원회는 ｢공정신용

거래법(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에 의해 설립되었

으며, 핫라인과 금융교육 웹페이지 MyMoney.gov(<참고 2> 참조) 구축, 금융교

육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금융교육 관련 자료 개발, 금융교육 공급자에 대한 자

문,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

융역량대통령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Capability)를 두고 있

다152).  

정부의 금융역량 개선 전략은 크게 (1) 금융역량 향상 노력의 효과를 평가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3) 금융역량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초점, (4) 금융소외 해소, (5) 지방정부, 비영

리, 사적단체와 협력 등을 포함한다153).

한편 학교 금융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로는 비영리단체인 Jump$tart와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이 있

다. 이 중 전국금융교육기금의 고교재무설계프로그램(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은 1984년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 현재 6만개 학교 5백만 

151) http://www.treas.gov/offices/domestic-finance/financial-institution/fin-education/commission

152) 부시 대통령도 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두
었으나, 금융역량대통령자문위원회는 금융이해력만이 아닌 금융역량 제고에 초점
을 맞춘다는 점에서 금융이해력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53) 미 재무부 산하 금융교육청(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홈페이지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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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10대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된다. 

Jump$tart는 유아원부터 대학과정에 이르는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제고시

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이다. 현재 Jump$tart는 150개의 협력

단체가 있으며, 협력단체들은 전국단체들과 기업, 비영리단체, 학계, 정부 단체 

등을 포함한다. 전국연합 이외에도 49개의 주립 연합과 지역 협력단체의 네트

워크로 존재한다. Jump$tart가 제시하는 금융교육의 기준은 금융 책임과 의사

결정, 소득과 직업, 돈 관리와 계획, 신용과 채무, 위험관리와 보험, 저축과 투자 

등의 여섯 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Jump$tart의 학교 금융교육 기준 중 위험관리 및 보험 부분의 구성을 살

펴보면 (1) 일반적인 종류의 위험과 기초 위험관리 방법, (2) 손해보험 보장의 중

요성과 목적, (3) 건강, 상해, 생명보험 보장의 중요성과 목적으로 나누어 설명하

고 있는데, 교육내용의 개요는 <표 Ⅴ-38>과 같다154).

154)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07),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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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4학년 8학년 12학년

기준 1 

∙개인과 가계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의 예를 들 수 
있음.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연
령에 맞는 활동에 대해 다
양한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
는 방법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음. 

∙위험과 보험 사이의 관계
를 논할 수 있음. 

∙보험 공제금액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음. 

∙연장된 보증기간을 평가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음. 

∙회피, 감소, 보유, 이전 등을 통해 
어떻게 위험관리를 하는지 예를 
들 수 있음.

∙자가보험을 드는 방법을 설명
하고 자가보험이 적절한 경우
의 예를 들 수 있음. 

∙젊은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
험들에 대한 보험을 제안할 수 
있음. 

기준 2

∙가계가 주로 공통적으로 소
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물건
들을 열거할 수 있음. 

∙가치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 있는
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지 설명할 수 있음.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
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
장하는 보험의 종류를 구
별할 수 있음.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계
약이 보장하는 비용의 종
류 예를 들 수 있음. 

∙전형적인 세입자의 계약
과 전형적인 주택소유자 
계약이 보장하는 비용들
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음.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알 수 있음. 

∙주된 자동차보험 보장 종류를 
구별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요인들을 열거할 수 
있음.

∙자신이 속한 주에서 요구하는 
법적 최저 자동차보험 보장 한
도를 알고, 최적 정도를 제안할 
수 있음. 

∙주어진 가상 상황에서 제외조
항과 공제조항을 적용한 후 보
험지급금을 계산할 수 있음.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공제금액(deductibles)과 
책임한도(liability coverage 
limit)에 따른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음. 

∙세입자보험의 이득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보험회사들의 계
약들을 비교할 수 있음.  

기준 3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가계 소득이나 자산에 대
한 주요 위험을 열거할 수 
있음. 

∙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있
는 비용들의 예를 들 수 
있음. 

∙상해보험의 용도를 설명
할 수 있음. 

∙생명보험의 주 용도와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음. 

∙젊은이가 생명, 건강, 상해보험
을 필요로 할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음. 

∙질병, 장애, 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제
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알 수 
있음. 

∙종업원급부제도를 포함한 건강 
및 상해보험 보장의 재원을 비
교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의 용도를 설명
할 수 있음. 

<표 Ⅴ-38> 미국 Jump$tart의 위험관리 및 보험 관련 교육기준 

자료 :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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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금융부문의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들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소비자청(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청은 2001년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 따라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연방 규제관청이며, 

(1) 연방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연방 소비자보호법과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2) 금융기관들의 자율행위규제와 그들의 공약을 잘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3) 소비자들에게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4)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

을 돕는 시의적절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155). 

금융소비자국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화형(interactive) 도구를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관련 정보, 대출 관련 정보, 은행계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Moneytool이라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156). 아울러 금융소비자국과 투자

교육기금(the Investor Education Fund)은 예산수립, 저축, 신용, 투자, 금융사기 

방지, 재무 계획 등의 내용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금융이해력 워크숍

(Financial Literacy Workshop for Young Adults)을 주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청은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 및 젊은이들을 대

상으로 한 the Money Belt라는 금융교육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재무생활에 필

요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참고 3> 참조). 또한 the Money Belt는 The City

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The City는 2004년부터 금융소비자청

과 BCSC(the British Columbian Securities Commissions)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웹 기반 교육 도구이다.

155)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의 기능에 대해서는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the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의 Subsection 3에 명시하고 있다. 

156) http://www.moneytools.ca/eng/mt-ma-e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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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MCEECDYA(Ministerial Council for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Youth Affairs)가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및 금융이해력 교육체계(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157). 동 

교육체계는 2005년 11월에 마련되었으며, 유치원부터 10년 간의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와 교육내용 체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금융정보 홍보를 위한 

국가적인 정보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구축,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전략적 접

근 방법 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Understanding Money라는 웹페이지

(<참고 4> 참조)를 통해 소비자의 재무건전성 체크나 예산 및 부채 관리 등과 

관련된 실질적 금융지식을 제공하고 있다158). 동 웹페이지는 본래 2005년에 금

융이해력재단(the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에 의해 구축되었는데, 2008년 

7월 재단의 기능이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이전되면서 웹페이지 운영도 해당위

원회로 이관되었다. 금융감독기구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학교 금융교육 개

선방안 수립, 교육 주제의 우선 순위 결정, 인터넷, 방송매체, 인쇄물 등을 통한 

금융 정보 제공 등 정부 금융교육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157) MCEECDYA는 2009년 7월에 기존 MCEETYA(the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와 MCVTE(the Ministerial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의 기능과 책임을 재조정하면서 설립되었다. 

158) 1998년에 설립된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1989)｣에 의해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
호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금융서비스개혁법 2001(FSR Act: the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에 의해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한 일관되고 비
교가능한 상품공시를 규제·집행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호주정부는 금융이해
력재단의 기능을 호주증권투자위원회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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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9> 주요국의 금융교육 관련 기구 및 단체

국가 기구/단체
설립
연도

주체 금융교육 관련 기능

영국

FSA 1997 정부
∙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마련
∙ 각종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CFEB 2010 정부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 소비자 금융교육조직
∙ MoneymadeclearTM 서비스 제공

pfeg 2000 민간
∙ 학년별 금융교육 표준안 제공, 학교금융교육 
지원(학교금융교육에 초점)

미국

FLEC 2003 정부
∙ 핫라인 및 금융정보 웹페이지 구축, 금융교육
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 확립, 금융교육 
공급자에 대한 자문, 평가 등의 역할

금융역량
대통령

자문위원회
2008 정부 ∙ 대통령에게 금융역량 제고에 대한 조언 

Jump$tart 1995 민간
∙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과정까지 학생들의 
금융교육기관들의 연합체(학교금융교육에 
초점)

NEFE
1997

(1992)
민간 ∙ 비영리 금융교육 단체

캐나다 FCAC 2001 정부
∙ 웹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청소년을 위한 The Money Belt도 운영

호주 ASIC 1998 정부
∙ 2008년 금융이해력재단의 기능을 흡수 
∙ UnderstandingMoney 웹페이지 제공

자료 : 각 단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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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0> 주요국의 학교 금융교육 현황

주체
국가
전략

공사
협력

대상 필수 여부 독립과목 여부

잉글랜드

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FSA

○ ○ 5-18세 자발적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스코틀랜드
Scottish Centre for 
Financial 
Education, FSA

○ ○ 4-18세 자발적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웨일즈

Depart. for 
Children,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Skills, 
FSA

○ ○ 7-19세
7-16세에 
대해서는 
필수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북아일랜드

Council for the 
Curriculum, 
Examinations and 
Assessment, FSA

○ ○ 4-18세
4-14세에 
대해서는 
필수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미국 재무부 ○ ○ 4-18세
몇 개 
주에서는 
필수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호주 
금융이해력재단
(호주정부)

○ ○ 5-15세
사실상 
필수

기초과목에 포함

캐나다 NA × ○ 6-18세
몇 개 
지역에서 
필수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포함

자료 : Mundy, Shaun(2008)

라. 개선방안 

이상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 상황에 맞는 금융교육 체계를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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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차원의 금융교육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담기구 지

정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방안으로는 단기적

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금융교육 기능을 위탁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이며, 중장기적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관들 간의 체계적인 협조

가 요구되며, 교육 대상의 세분화나 금융전문가의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추상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교금융교육

과 아울러 세분화된 대상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서비스 등 효과적인 교육방

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평가방법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재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금융소비자교육을 제공해 왔으나, 

이들이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을 개선시켰는가에 대한 평가는 희박하다. 따라

서 기존의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계획에

는 평가기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금융교육 및 사회 금융교육 내용 중 위험관리 및 보험에 관련된 내

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에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앞서 논의한 약관, 공시, 고객정보 보호 등의 사전적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

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금융소비자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금융후생 제고와 나아가 경제안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나 금융규제 등과 함께 보

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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